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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베드로전서 제 1 강

말씀 / 베드로전서 1:1-12

요절 / 베드로전서 1:3

산 소망

1. 이 서신은 누가 누구에게 쓴 것입니까(1,2)? 베드로는 왜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 ‘택하심을 받

은 자들’이라고 말할까요? 삼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각각 무엇을 하셨습니까(2)?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

네

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

다

2. 사도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가장 먼저 무엇을 합니까(3a)?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3b)? 산 소망을 갖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해 생각

해 보시오.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

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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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업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4)? 이 유업이 세상의 유업과 다른 점

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5)?

4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

하신 것이라 5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

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4. 성도들이 시험을 당하지만 오히려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6,7)? ‘믿음의 확실함’에 대해 생

각해 보시오. 그들이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왜 사랑하고, 믿고, 기뻐합니까(8,9)?

6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

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7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

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8 예수를 너희가 보

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

뻐하니 9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5. 이 구원에 대하여 선지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상고했습니까(10,11)? 복음 전파자들은 어떻게 구

원의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까(12)? 신약의 성도들이 얼마나 큰 구원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10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12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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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

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