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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sson 6 – 베드로전서 3:13 - 22 

전 선영           02/24/2022 

 

1. 베드로전서 1-3 장을 통해 사도 베드로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답으로 제시한 말씀을 읽고 요약해 보십시오. 

     

 벧전 2:12, 14-15, 3:6, 11, 13, 17:  

  
           벧전 2:20-21, 3:14, 17: 

  

           벧전 2:13, 18, 3:1-2, 7:  

 

     베드로전서 3 장 13-17 절:고난 받는 그리스도인 
2. “선”이란 단어를 유의해서 베드로전서 3 장 13-17 절을 읽으십시오. 

 

         1)  사전에서 말하는 ‘선’ 혹은 ‘선행’의 정의를 적어보세요. 

       
         2)  세상에서 정의하는 선과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선은 어떤 부분이 비슷하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적어보세요. 

 

              방법에 있어서: 
 

              과정에 있어서: 

 

              목적 혹은 동기에 있어서:  
                                     

          3)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선행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현재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다음 말씀을 적고 답해 보세요. 

 

               디도서 2:7- 
 

               에베소서 2:10- 

 

               베드로전서 2:12- 
 

               요한계시록 22:12- 

 

3.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13-17 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자세와 마음의 태도로 의를 위한 고난을 
준비하며 이겨나갈지 4 가지로 나누어 가르쳐줍니다.  

 

         1)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과 당신이 두려워하며 근심하는 것과는 어떤 다른점이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 할 자로 삼아야 합니까?  

 

            이사야 8 장 12-13 절 말씀을 적으십시오.    
 

 

          2)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 

             당신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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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삶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합니까? 

 
      3)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당신 속에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이러한 소망에 관해 물어오는 이들에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대답해야 합니까?  

 

      4)  선한 양심을 가지라 

          우리는 어떻게 선한 양심을 가질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9 장 14 절을 적으세요.   

 

     베드로전서 3:18-22:그리스도의 고난과 승리 

4. 베드로전서 3 장 18 절을 적고 이 구절에서 나타난 그리스도의 고난의 특징과 구속 사역을 
적어보세요. 

     1)   

 

     2)  
  

     3)  

  

     4)  
  

     5)   

 

5. 베드로전서 3:19-20, 창세기 6:1-8 을 읽으세요.  

 
    1)  19 절에 나와있는 ‘옥에 있는 영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20 절을 토대로 답해보세요. 

 

 

    2)  19 절에서 사용된 ‘옥’은 누구를 위한 처소입니까? 다음 구절을 적고 답해보세요. 
 

        유다서 1:6 

 

        베드로후서 2:4 
 

        요한계시록 20:7 

 

    3)  20 절에서 사용한 ‘방주’와 ‘물’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6. 베드로전서 3 장 21 절을 주의해서 여러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1)  이 구절에서 사용된 ‘침례’가 물침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베드로는 명확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침례’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2)  다음 구절을 적고 당신을 구원하는 표인 침례에 관하여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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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6:4- 

 
         3)  믿는자들이 받는 물 침례 예식이 갖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7. 베드로전서 3 장 22 절을 적으세요. 
  

         1)  다음  말씀을 읽고 각 구절에서 말하는 하나님 우편의 속성에 대해 적어보세요. 

             마태복음 26:64-  

 

             에베소서 1:20-21/빌립보서 2:9- 
 

             히브리서 1:13- 

 

 
    적용: 

 

1. 우리는 왜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이에 대한 소망과 근거는 무엇입니까? 

 
2. 당신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이나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3. 현재 선을 행함으로 고난 당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말씀으로 위로하며 격려할 수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