
복음의 향기	가을 학기 	2022	
Korean	Every	Woman’s	Grace	–	Fall	2022	

팔복: 믿는자의 행복 	Lesson	8:	8	장	–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있나니…

 김 쥬디        11/10/2022 

1.  마태복음 5 장 8 절을 쓰고 지금까지 당신이 이해했던 “마음이 청결함” 은 무엇이었는지 적으십시오.   

2.  구약 성경에는  “Heart” 곧 “마음” 은  그들의 온 삶을 주장하는 원동력 이었습니다.  (생각, 뜻 그리고 감정) 

     가)  지금 우리 문화에서는 “Heart” 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나).  예수님 시대에 이 말씀을  (마음이 청결한자는…)  들었던 사람들과  현대인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이 말씀
을 어떻게 받아들었을지 적어보십시오. 

팔복 말씀의 영적인 배경 

3.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를 하실때 무리들은 여러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있었습니다.  (pg 175 - 178) 

     가). 바리새인들의 과오는 무엇이었습니까?   

     나). 세례요한에게 나아오는 자들은 무엇을 갈망하고 있었습니까? 

     다). 니고데모 의 가장 큰 숙제는 무엇이었습니까? 

딜레마:  거룩하신 하나님, 죄악된 인간  (pg 180 - 182) 

4  마태복음 6:1-18 절을 읽으십시오.  

     가). 바리새인들이 믿고 주장하는 기준은 무엇에 근거한것입니까? 

     나). 하나님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5:48) 

     다). 예수님시대의 영적 지도자들은 바른일을 행하였지만 잘못된 동기를 갖고있었습니다. 
            그들의 패턴이 당신의 생활속에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것들이 있습니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5.  다음 구절들을 적고 하나님께서 마음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적으십시오.   

     가). 잠언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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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에베소서 6:6 

     다). 시편 73:1 

     라). 사무에상 16:7 

     마). 시편 24:3-4 

     바). 잠언 11:20 

     사). 디모데전서 1:5 

6.  “카타로스” 의 두 가지 의미를 적으십시오 

     1).  

     2).  

6.  마음이 청결하다는것은 일편단심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 이란  우리의 사랑이 그리고  구함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말입니다.   

     가).  하나님을 향한 당신의 일편단심은 매일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나).  반대로,  당신이 두마음을 가진것은 매일의 삶에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납니까?       

     다).  당신이 하나님을 향해 일편단심 으로 사는것에 걸림돌이 되는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십시오.   

다섯 가지 청결 

7.  다섯가지 청결을 적으시고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1)   

     2)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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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신분적 청결과 실제적 청결의 다른점을 적으십시오.   

9.  우리가 범죄 하였을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결케 하심을 어떻게 알수있을까요?   힌트) 성경구절을 적으십시오. 

청결한 마음 가꾸기 

10.  우리의  마음이  _______________ 되는 길은 오직 우리를 ______ 에서 깨끗게 하시는  __________________의  

        ________ 를 통해서이다.  이것을  “위대한 ______________” 이라 한다.   

11.  우리가 청결함을 유지 하기위해서 어떻게 먼저 죄를 피할수 있을까요?   

적용:   

1.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바른 일을 하는것을 멈추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결한 마음과 또 바른      
동기가 필요함을 말씀하신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들도 바른 일을 할때 “내키지” 않을 때가 더러 있습니다.   
훈련과 소원/사모함 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Discipline  and desire)  

2.  지금 우리가 살고있는 시대는 하루에도 우리의 주목이 여러군데로 나누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살수있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