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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나라의 비유		Lesson	4:	감추어진 보화 비유, 값진 진주 비유

 김 쥬디        02/09/2023 
중심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23 

1.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페이지 84 - 86 를 읽으십시오 

 가). 당신의 말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정의 하시겠습니까? 

 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있는것이 왜 특권입니까? 

 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으로써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공짜인가” 페이지 86 - 89 를 읽으십시오. 

 가). 인간이 이세상 모든것을 다 주고도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얻을수 없습니까? 
         뒷바침 하는 성경 구절을 적으십시오. 

 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믿는자들의  천국의 입장료를 치르셨습니까? 

 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가  “보배롭다” 고 합니까?  성경구절을 적으십시오.  

 라). _________ 에 들어가는 자는 ___________, ____________, 곧 자신의 ___________________ 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는 _______________ 그곳에 들어간다.   (페이지 88) 

 마). 참 믿음의 소유자는 “참 구원의 대가”를 감사하고 이해합니다.  이 것들이 무엇인지 적으십시오. (페이지 87) 
   
      1) 

      2) 

      3) 

 바). 당신은 “영원한 가치를 지닌 나라” 를 위해 어떤 대가를 기꺼이 지불 하시겠습니까?   
        지불하지 못할것이 있으십니까?  설명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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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 이해하기 

3.  마태복음 13:44-46 과 감추어진 보화 비유와 값진 진주의 비유 부분을 읽으십시오.  (페이지 89-94) 

 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두 비유의 비슷한점과 다른점은 무엇입니까?   
        비슷한점:   

        다른점:   

 나).  예수님께서 감추어진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다)  예수님께서 값진 진주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주요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첫번째 비유와 비슷한점은 무엇입니까?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라). 우리가 천국을  탁월한 가치로 간주하고 산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4.  값으로 따질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그분의 왕국에서 우리는 비할 데 없이 풍성한 영원한 보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 베드로전서 1:4 을 읽고 적으십시오.  그리고, 그 보화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나). 이 영원한 보화 안에는 어떤것들이 담겨있습니까?  (페이지 96) 

 다).  당신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위해 치루신 대가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라). 감추어진 보화를 찾은 사람은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하였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따른후  얻은 영원한 가치들을 생각할때 기쁘십니까?   
        여러분이 구원, 용서, 평화, 그리고 수 많은 영원한 보화를 생각할때 어떤 마음이십니까?   

5.  숨겨진 하나님 나라 
 가) 세상 사람들 ( 믿지 않는 사람) 은 왜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할까요?   
                     답하시고 뒷바침하는 성경구절을 적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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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오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을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과 당신의 삶을 인도하셔서 당신이 복음을 듣고 응답하셨나요?  설명해보세요. 

 다)  고린도후서 4:4 을 적으십시오. 

 라). 당신의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셔서 그분에 대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들의  
       마음의 땅을 준비시키도록 당신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어떻게 그들의 삶에서 도구가 될 수 있습니까?

6.  구원 신앙은 큰 희생을 요구한다. 

 가)  참된 구원 신앙은 _______________를 ____________________ 인정하고  그분께 __________ 복종한다. 

        이것은 ________ 거부하고 _________ 사랑하는 성향이 ___________ 생겨나는것을 의미한다.  (페이지 103) 

 나)  누가복음 14:25-33 을 읽으십시오.    
        예수님께서 망대를 세우는 자와 전쟁을 나가는 임금의 예 에서 말씀하시는 주요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다). 위의 구절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잠재적인 희생은 또 어떤것들입니까? 

 라). 당신은 잠재적인 희생에 대해 어떻게 반응 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특권을 위해 기꺼이 희생을 치르시겠습니까?  왜 입니까?  왜 아닙니까?   

적용
1.  당신이 이 비유들을 공부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또, 마음에 새겨야할것은 무엇입니까? 

2.  당신이 배운것을 이번주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