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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것
은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같고 빛과 어두움이 동시에 존재
할 수 없는 것과 같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마귀)가 같이 조화를 이룰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
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왜 그처럼 구별된 삶
을 살아야 합니까?
1) 불신자는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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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울과 디모데는 많은 사람의 기도로 무엇을 얻었다고 하였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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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누구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입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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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백성(유대인)들은 지금도 모세의 글(창세기, 출애굽기, 레
위기, 민수기)와 구약성경을 읽을 때 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마치
얼굴에 수건을 덮어 썼으므로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맞는 것에 표 하십시오.
1) 모세의 글이 어려우므로

3) 하나님이 징계 하실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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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미련하며, 얼
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였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워지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한 것 때문에 두려운생각마
져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근심은 무엇을 이루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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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루살렘교회에 재정적인 큰 어려움이 왔을 때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
아 여러 교회들이 구제헌금을 하도록 하였고, 이제 그 거액의 연보(헌
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디도를 포함하여 믿음이 좋은 세 사람을 헌금전
달 위원으로 파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처럼 헌금 문제를 조심스럽고
도 철저하게 진행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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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제헌금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아래 빈 칸을 채우십시오.

2)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3) 유전적으로 시력이 약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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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귀는 인간을 혼란가운데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
기를 “이 세상 신 (마귀)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한다
(혼란스럽고 잘못되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왜 그처럼 사
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까?

2)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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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합니다. 그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

)것과, 저희와 모든 (

),
)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샬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