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음의 향기- 봄 학기  2022 

Lesson 9 – 베드로전서 5:1 - 14 

전 선영           03/24/2022 

 

     베드로전서 5 장 1-4 절: 장로들에 대한 권면과 격려                                     

1.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 장 1 절에서 양무리를 치는 장로들에게 권면하기 전 먼저 자신에게 

이러한 권면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음을 삼중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열거된 자격을 통해 

베드로가 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바는 무엇이었을까요?    

• 함께 장로 된 자요 : 

•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1)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권면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 당신은 어떤 자격으로 그런 

권면을 할 수 있는지 적어보세요.  

 

2) 당신은 누군가를 권면한 적이 있습니까? 권면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3) 당신은 누군가에게 권면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 권면은 훈계하다, 경고하다, 교정하다, 가르치다 란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2. 요한복음 21 장 15-17 절과 베드로전서 5 장 1-4 절을 읽으십시오. 

1) 베드로전서 5 장 2 절에 “하나님의 양무리”라는 표현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2)  “양무리를 치되”에서 “치되”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다음 두 구절을 적고 참고하여 

답하세요. 

• 마태복음 2:6- 

 

• 요한계시록 7:17- 

 

 

3. 베드로전서 5 장 2-4 절을 통해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양을 돌봄에 있어 장로들이 어떠한 

동기와 목적과 태도를 가지고 맡은 일을 감당해야 하는지 3 가지로 나누어 가르쳐줍니다. 

1) 동기: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 디모데전서 3 장 1 절을 적으세요. 올바른 동기는 무엇입니까?  

 

2) 목적: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 “기꺼이”란 말 외에 다른 단어를 적어 놓는다면 당신은 어떤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복음의 향기- 봄 학기  2022 

Lesson 9 – 베드로전서 5:1 - 14 

 

3) 태도: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 ‘주장하는 자세’란 어떤 태도를 말합니까?  

• “본”이 된다는 것의 궁극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 우린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가정, 직장, 교회…등) 

 

 베드로전서 5:5-9:성도와 교회에 대한 권면 

4. 5 절은 젊은 자들, 즉 인도자의 돌봄을 받는 모든 성도에 대한 권면으로 장로들에게 순종할 것과 

모든 성도들이  서로에게  겸손으로 대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1) 당신의 순종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15, 21, 23 절을 적고 당신의 올바른 순종의 

동기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2) 왜 베드로는 잠언 3 장 34 절  말씀을 5 절 뒷부분에 인용했을까요? 잠언 3:34, 잠언 18:12 

야고보서 4:10 을 읽고 답하세요. 

 

3) 당신이 순종하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교만해지기 쉬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순종과 교만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당신은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5. 베드로전서 5 장 6-9 절의 말씀은 모든 교회에 대한 3 가지 권면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 왜 베드로는 염려하는 것과 겸손한 것을 연결지어 말씀하고 있을까요?  

• 현재 당신이 염려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잠언  3:5-6 절을 적으십시오. 이 

말씀이 당신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 근신하며 깨어있으라. 

• 우리의 선한 싸움을 방해하는 마귀를 대적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입니까? 다음 

구절을 적고 답하세요. 

➢ 야고보서 4:7 

➢ 에베소서 4:27 

➢ 에베소서 6:11 

3) 믿음을 굳건히 하며 그를 대적하라 

• 굳건한 믿음은 대적자를 대항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믿음으로 삶의 유혹을 물리쳤던 경험을 적고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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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5:10:고난당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격려와 훈련 

6. 베드로전서 5 장 10 절은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까지 이르도록 

훈련시키는 4 가지 측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단어를 깊게 묵상하시고 우리의 어떠한 면을 

다루시고 있는지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 온전하게 함:  

2) 굳건하게 함:  

3) 강하게 함:  

4) 터를 견고하게 함:  

 

베드로전서 5 장 12-14 절: 문안 

7. 14 절에서 베드로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라는 글을 남기는데요, 그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가요?  

 

• 고린도전서 16 장 20 절을 적어보세요.  

 

    적용: 

1. 현재 고난과 시련을 견디고 있는 형제, 자매에게 마지막 글을 남긴다면 당신은 어떤 말로 

위로하고 격려하겠습니까? 

 

2.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면서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