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6년 말라기 제 3 강

말씀/ 말라기 2:17-3:12

요절/ 말라기 3:7

내게로 돌아오라

1. 이스라엘은 무슨 말로 하나님을 괴롭게 했습니까(2:17)? 하나님은 이런 그들에게 어떻

게 임하십니까(3:1)?

2:17 .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

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

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3: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2. 그날 언약의 사자는 그들에게 무엇과 같습니까(2)? 그가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할 때

무엇을 하게 됩니까(3,4)? 그날에 하나님은 어떤 자들을 심판하십니까(5)?

2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3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4 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5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삯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

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3. 야곱의 자손들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6)? 하나님은 왜 내게로 돌아오

라고 하십니까(7a)? 그러나 그들은 얼마나 무지했습니까(7b)?

4. 6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7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는도다



4.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까(8)?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9)?

8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

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봉헌물이라 9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5.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10a)? 온전한 십일조를 드릴 때 하나

님은 어떠한 복을 주십니까(10b-12)?

10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

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1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12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