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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나라의 비유		Lesson	8: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 열 처녀, 달란트 비유 1부

 김 쥬디        03/16/2023 
중심 구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엘는지, 밤중엘는지, 닭 울 때엘는지, 새벽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홀연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마가복음 13:35-36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비유  

이번 레슨의  세 비유들의 중심 단어는 “충실함” 입니다.   
1.  충실함의 사전적 단어를 쓰시고 당신이 맡으신 일에 얼마나 충실한지 생각하시고 적으십시오.  
       

2.  마태복음 24:45 - 51 을 읽으십시오.   
 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을 비교하여 보십시오.  
      1)  그들이 맡은일에 대하여: 

      2)  그들이 받은 상급 또한 형벌은 무엇인가? 

      3). 상급과 형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3.  당신은 왜 사람들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를 알고 싶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주님은 왜 그가 다시 오실 때를  우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십니까? 

5.  에베소서 5:15-20 에 따르면 믿는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언제라도 오실 가능성에 어떻게 대비해야 합니까? 

6.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1-10 에서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준비하라고 권면합니까? 

7.  악한 종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8.  악한 종은 스스로 _________________, 곧 자신이 ____________ 속했다고 ____________________섬기는 척하지만 

    주님을  ________________, 그분의 ____________ 을 고대하지도 않을뿐 아니라 주님이 _____________________  

    생각하지않는다.  (페이지 198) 
     
9.  당신의 일상 생활에서  예수님의 확실한 재림에 대해 깨어있음을 어떻게 준비할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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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처녀 비유 
10.   마태복음 25:1-13 을 읽으십시오.   
 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들을 비교하십시오. 
      1). 비숫한점: 

      2).  다른점:  

 나).  비유에서 신랑은 누구입니까?   

 다).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오늘날 누구를 상징합니까? 

11.  다음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알려 줍니까? 
 가). 마태복음 7:24-27 

 나) 데살로니가전서  5:23-24 

12.  다섯명의 슬기로운 처녀들는 그들의 충실함을 어떻게 나타냈습니까?   

    
13.  미련한 처녀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14.  미련한 처녀들의 행동은 우리에게 영적 준비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을 주나요?  (페이지 205) 

15.  열처녀의 비유를 가르치신 목적은  예수님의 ___________ 이 지체되더라도 _________  _________  _____________ 

        설명하기 위해서이다.   (페이지 201) 

16.  우리가 항상 깨어있어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다음 구절들을 적고 대답하십시오. 

 가)  로마서 13:11 

 나). 베드로전서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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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베드로후서 3:8-9  

  

17.  주님의 재림을 깨어 기다리는것이 최근 일어나는 사건의 헤드라인을 면밀히 조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참고 디도서 2:12-13) 

18.  당신은 주님께 충실하기 위해 어떤 노력하셨습니까?  주님에 대한 당신의 신실함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을 하셨나요?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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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당신이 배운것을 이번주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