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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보라 포      04/07/2022 

 

I. 너희의 성경을 알라 (1:1 – 21): A. 사도의 증언으로 확증된 성경 (12 – 18) 

1. 베드로후서 1 장 1 - 21 절을 읽고 12 - 15 절을 다시 자세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왜 12 

절과 13 절에서 두 번이나 "생각나게" 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생각합니까? 

 

        가) 12 절에 “이미 있는 진리”를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실제적 방안은 무엇입니까? 

 

2. 당신은 극적인 "구원의 경험" 또는 “구원의 간증” 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현재의 

영적 순종과 성장의 증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답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3. 14 절에서 장차 일어날 일은 무엇입니까?  

       가) 사전을 찾아 “장막 (tent)” 의 뜻을 적으십시오. 베드로는 왜 “장막’ 이란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고린도후서 5:1 을 적으십시오: 

 

       나) 베드로는 왜 15 절에서 "죽음" 이 아니라 "떠난다”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지상 생활의 끝에 이르렀을 때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4. 빌립보서 1:20 – 21, 23 – 24 - “…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였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가) 베드로후서 1:13 - 15 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위 구절에 담겨 있는 바울의 마음과    

베드로의  마음을 비교하여 보십시오.   

 

 

5. 16 절에 “교묘히 만든 이야기” 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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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6 절에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할 어떤 자격이 자신에게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가) 베드로는 16 - 18 절에서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까? (참고: 마 16:28; 17:1 – 6) 

 

        나) 베드로는 왜 특별히 이 사건을 언급했다고 생각합니까? 

 

 

II. 너희의 성경을 알라 (1:1 – 21): B. 성령님에 의해 감동됨 (19 – 21) 

7. 19 – 21 절을 읽으십시오. 19 절에서, 베드로가 가진 놀라운 경험보다 더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8. 다음 본문을 적고 성경에 대해 각 구절이 교훈하는 바가 무엇인지 적으십시오. 

 

          시편 19:7 – 11 – 

 

          시편 119:60 –  

 

          잠언 6:23 – 

 

          요한복음 17:17 –  

 

9. 19 절에 “샛별 (Morning Start)” 은 헬라어로 “포스포로스” 이며 “빚을 주는 자” 또는 “빛을 가져오는 

자” 라는 뜻입니다. 다음 구절을 적고 각 구절에 나오는 빛과 그리스도인과의 관계를 설명하세요.      

   

         요한계시록 22:16 - 

       

         누가복음 1:78 –  

 

 

10. 다음 구절을 적고 “성령의 감동하심” 또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의 뜻을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적어보십시오. (참고: “감동”은 “영감”으로도 해석함) 

 

         베드로후서 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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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모데후서 3:16 –  

 

 

11. 당신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믿습니까? 

 

          기)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이며 어떠한 중요성이 있습니까? 

 

 

 

적용: 

• 성경은 약 40 여 명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 성경은 왕, 율법 학자, 의사, 어부 등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기록하였습니다. 

• 성경은 주전 1,400 년에서 주 후 90 년 (1,500 년) 에 걸쳐 기록되었습니다.  

• 성경은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세 가지 언어로 기록되었습니다. 

• 모든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 구원에 관하여,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을 맞추어 기록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성경의 권위에 대한 당신의 관점은 당신의 사고와 생활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