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과 –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훈계하십니다.
I.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 내가 __________________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예레미야 31:3)
1.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나를 구원하셨는가?
_____내가 너무 나쁜 사람이기 때문인가 ?
_____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가?
_____내가 나쁜 운명을 갖고 있어서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때문이다.
“ 긍휼에 풍성한 하나님이 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인하여 허물로 죽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에베소서 2:4-5).
2. 어떻게 하나님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는가? 아래에 예를 적어보라.
a.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요한일서 3: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 누가복음 15:11-14 에서 예수님은 ‘ 어떻게 그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 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 아버지라는 존재와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I.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보호
“ 주는 미쁘사 너희를 ______________ 악한 자에게서_________________.”
(데살로니가후서 3:3).

1. 시편 34:7 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이스라엘 (열왕기하 6:15-18)
세 친구들 (다니엘 3 장)
2. 우리가 시험에 들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키시는가?
(고린도전서 10:1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II. 하나님의 공급
“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19)
1. 왜 하나님의 자녀는 염려해서는 안되는가?
(마태복음 6:31-3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 주시기 위해 그의
자녀들에게 베풀어주신 것은 무엇인가? (로마서 8:3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V. 하나님의 훈육
“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_______________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________________.
너희가 참음으로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 하시나니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히브리서 12:6-7)
1. 하나님은 그의 아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가?
( 에베소서 4:1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하나님은 그의 자녀를 어떻게 훈육하시는가?
a. 친구:

(잠언 27:1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성경:

(디모데후서 3:1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시편: (야고보서 1:2-4)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의미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음 중 어떤 것인가?
____사랑과 자비
____훈육하시는 분

____나의 필요를 공급
____보호해 주시는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