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yful Life Bible Studies
데살로니가 후서
II Thessalonians
서론 과 배경
Introduction and Background
Lesson 1
오늘날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소식을 듣고 있노라면,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임박함을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의식하게 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 놀라운 사건에 믿는
자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데살로니가후서를 공부하기로 선택하였습니다. Listening to the media
reports of world events today, we are more than ever aware of the soon return of our Lord Jesus
Christ. With this in mind we have chosen to study ll Thessalonians which focuses the believer’s
attention on this awesome event.

이 짧은 서신에 바울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시간을 초월한 건전한 충고를 줍니다. 이 서신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위로를 받게 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경고를 받고,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지시를 받을 것입니다. In this brief
epistle Paul gives timeless, sound advice to all believers. Through our studies of this letter we will
be comforted by the hope of Christ’s return, cautioned that our faith not be shaken, and commanded
on how are to live today.

이 공부를 통하여 당신의 삶을 향한 주님의 뜻을 좀더 분명히 깨닫게 되고 이 마지막 때에 영원을
바라보는 삶에 더 깊은 갈망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It is our prayer that through your study you
will have a clearer understanding of His will for your life and a deeper desire to live with eternity in
view in these last days.

,

,

When Jesus comes will He find us
Patiently waiting, watching and working?
-selected

?

데살로니가 후서 배 경
BACKGROUND TO II THESSALONIANS
서신의 저자:
저자
AUTHOR OF THE LETTER:
•

사도 바울 Paul, the Apostle

수신인:
수신인
WRITTEN TO:
•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 The Church in Thessalonica

•

모든 믿는 자들 All believers

서신을 쓴 장소와 시간:
시간
DATE AND PLACE OF WRITING:
•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바로 후 약 A.D.52-54 년경
Approximately A.D.52-54, soon after l Thessalonians was written

•

고린도의 그리스에서 From the Greek city of Corinth

서신을 쓴 목적
PURPOSE FOR WRITING:
•
•

•

데살로니가 그리스도들인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To comfort and encourage the Thessalonian Christians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거짓 교리에 대하여 믿는자들을 경고하고 바로 잡기위하여.
To correct and caution these believers concerning false doctrine about the Second
Coming of Christ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믿는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리기
위하여. To instruct the believers on how to live while waiting for Christ’s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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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일: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서론
FIRST DAY: The Introduction to II Thessalonians
1. 이 공부의 첫 페이지에 있는 서론에서 특별히 당신의 주의를 사로잡는 것은 무엇인지 간단히 나누어
보십시요.
From the Introduction on page one of this lesson, briefly share what especially
captures your attention.

a. 왜 그렇습니까? Why?

2.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재림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로 당신의 공부를 시작하십시요. 당신
의 공부와 관련된 모든 필요를 표현하십시요. 당신의 기도를 이곳에 쓰십시요.
These Thessalonian believers were confused about the return of Christ. It is vitally important
that we have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His return. Begin your study with prayer. Express
any need you have in relationship to your lesson. Write your prayer here.

…

.

Watch therefore… be ye also ready.
마태복음 Matthew 24:42a, 44a

제 2 일: 데살로니가 후서에 대한 배경
SECOND DAY: The Background to II Thessalonians
1. 이 공부의 2 페이지에 있는 배경에서 데살로니가 후서의 저자를 밝히십시요.
From the Background information on page two of this lesson, identify the author of
II Thessalonians.
를 정의 하십시요.
a. 단어
Define the word apostle.

2. 사도행전 9:1-31 절에는 놀라운 바울의 전기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절들 중에서 오늘 당신에게
특별하게 두드러지는 사건을 선택하셔서 그것을 여기에 적으십시요.
Acts9:1-31 provides a
fascinating biographical account of Paul. Choose incident from these verses that stands out to
you today and write it here.

!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뉴튼 J.New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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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일: 수신인
THIRD DAY: The recipients
1. 바울은 이 서신을 누구에게 썼습니까? (배경에 있는 것을 보십시요)
To whom did Paul write this letter? (see Background information)
2. 페이지 2 에 있는 지도에 데살로니가를 찾아 동그라미 하십시요.
Find and circle the city of Thessalonica on the map on page two.
도전: 고대 데살로니가에 대해 연구 하십시요. 당신이 발견한 것을 요약 하십시요.
Challenge: Research the ancient city of Thessalonica. Summarize your findings.

3. 한 지역 교회의 설립에 대하여 배우는 것은 신기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립에 관해 조금
알기위해 사도행전 17:1-4 절에 기록된 극적인 이야기를 읽으십시요. 이것은 바울의 두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 동안 일어났던 일입니다.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까지 백마일이 되는 바울의 여행을
이 공과에 있는 지도에 연필이나 펜으로 따라 가 보십시요. 사도행전 17:1
It is fascinating to learn about the establishing of a local church. For a glimpse into the founding
of the church in Thessalonica, read the dramatic account recorded in Acts 17:1-4. This took place
during Paul’s second missionary journey. Trace in pen or pencil on the map in this lesson Paul’s
hundred mile journey from Philippi to Thessalonica. Acts17:1
a. 바울이

그는 어디로 갔으며 그곳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Where did Paul go when he came to Thessalonica for three Sabbath days and
what did he do there? Acts17:1,2

사도행전 17:1,2

(1.) 바울이
(구약)
그는 어떤 세 가지일을 설명했습니까?
사도행전 17:3 절 셀라-잠시 멈추고 이것에 대하여 숙고해 보십시요. As Paul reasoned
with them out of the scriptures (Old Testament) what three things did he explain? Acts17:3
Selah pause and think about this.

4. 사도행전 17:4(5)6 절에서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무엇을 배웁니까? (주: 4 절에 있는
는
단어는
는 뜻입니다.)
What do you learn about the people in this church from Acts
17:4(5)6? (Note: the word consorted in verse4 means to be joined with).

5. 이 편지가 비록 데살로니가에 있는 믿는자들에게 쓰여졌지만, 그것은 오늘날 믿는자들에게도 주시
는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16 절은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 줍니까?
Although this letter was
written to the believers at Thessalonica, it is also written to believers today. How does II
Timothy 3:16 confirm this?

,

.

The entrance of Thy Words giveth lights;
It giveth understanding unto the si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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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Psalm 119:130

제 4 일: 서신을 쓴 시간과 장소
FOURTH DAY: The Date and Place of Writing

1. 데살로니가 후서는 언제 쓰여졌습니까? 페이지 2 에 있는 배경에서 답하십시요.
When was II Thessalonians written? Answer from the Background information on page two.

2. 바울은 이 서신을 썼을때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도에서 이 도시를 찾아 표시 하십시요.
Where was Paul when he wrote this letter? Locate and highlight this city on the map.

제 5 일: 데살로니가 후서를 쓴 목적
FIFTH DAY: The Purpose of the Letter of II Thessalonians
1. 페이지 2 에 있는 배경에서 바울이 이 서신을 쓴 목적을 복습하십시요. 그 목적을 이곳에 각각 적으
면서 그것에 대하여 숙고해 보십시요.
Review the purposes for Paul’s writing this letter from
the Background on page two. Think about them as you write each one here.
a.

b.

c.

2. 이 서신을 쓴 바울의 목적들 중 어느 것이 당신의 관심을 자극하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공부하려는
당신의 열망을 더욱 갖게 합니까?
Which of the purposes for Paul’s writing this letter stirs your
interest and increase your desire study II Thessalonians?

a. 왜 그렇습니까?
Why?

3. 시편 25:4,5 절의 다윗의 기도를 당신 자신의 것으로 만드셔서 오늘의 공부를 완성 하십시요. 이곳에
구절 구절 그것을 적으십시요. Complete today’s lesson by making David’s prayer from Psalm
25:4,5 your own. Write it here phrase by ph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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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일: 복 습
SIXTH DAY: Review
1. 우리는 세상적인 삶의 분주함과 책임감들 그리고 쾌락으로 마음이 흩뜨러져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놓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서론과 배경의 공부가 그리스도의 재림에 다시 초점을
맞추도록 어떻게 당신을 도와주었습니까? We can become so distracted by the busyness,
responsibilities and pleasures of this earthly life that we can lose sight of Christ’s return. How
has the Introduction and Background of II Thessalonians helped to refocus you on Christ’s
return?

2.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당신이 배운것들을 다른 사람들과 서로 논하는 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간단히 나누어 보십시요.
Briefly share the effect studying God’s Word and
discussing what you learn with others has on your:
a. 매일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daily Christian walk

b. 영적 성장
spiritual growth

3. 데살로니가 후서 공부를 통하여 당신은 어떻게 혜택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How do you expect to benefit from your study of II Thessalonians?

…
.
… the Lord direct your hearts into the love of God,
and into the patient waiting for Christ.
데살로니가후서 II Thessalonians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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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ful Life Bible Studies
데살로니가후서 1:1-12
II Thessalonians 1:1-12
Lesson 2
제 1 일: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지난 주 공부나 강의에서 당신이 데살로니가후서 공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던 생각이나 깨달음을
나누어 보십시요. Share a thought or insight from last week’s lesson or lecture that has helped
prepare you to study II Thessalonians.

2. 매일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날에 하루씩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이것을 인식할
때 바울이 쓴 데살로니가후서를 공부하는 것은 시기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강력한 서신은 단 세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한자리에서 데살로니가후서를 미리 읽으십시요. 당신이
발견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Do you realize that everyday we are one day closer to the Lord’s
return? In recognition of this it seems timely to study Paul’s letter of II Thessalonians. This
compelling letter has only three short chapters. Take a few minutes to preview II Thessalonians by
reading it in one sitting. What are some of the things you noticed?

3. 당신의 공부를 통하여 가장 큰 혜택을 얻기 위하여 기도로 시작 하십시요.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더큰
깨달음과 자극을 받도록 주님께 구하십시요. 이곳에 당신의 기도를 적으십시요.
To profit the most
from your study begin with prayer. Ask the Lord to give you a greater awareness and excitement
about His return. Write your prayer here.

,

Looking for that blessed hope,
and the glorious appearing of the
great God and our Saviour Jesus Christ.
디도서 Titus 2:13

제 2 일: 데살로니가후서 1:1-4 절을 읽으십시요.
SECOND DAY: Read II Thessalonians1:1-4
1.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두번째 편지를 그의 첫번째 편지와 비슷하게 시작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1,2 절과 데살로니가전서 1:1 절을 대조하여 보십시요.
전하는 그의 인사말을 적으십시요. (데살로니가후서 1:2 절)
Paul began his second letter to the Thessalonians in a similar manner as his first letter. See this by
comparing II Thessalonians1:1,2 with I Thessalonians 1:1. Write his greetings to the church of the
Thessalonians in God our Father and the Lord Jesus Christ (II Thessalonians1:2).
a. 다음의 단어들을 정의 하십시요.
Define the following words:
(1.) 은혜 grace
(2.) 평강 peace
와
이 옵니까?
b. 누구에게서 부터
From whom does grace and peace come?
c. 왜 항상 은혜가 평강앞에 옵니까?
Why does grace always precede peace?
(1.) 오늘 당신에게 은혜와 평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What does grace and peace mean to you today?
2. 데살로니가후서 1:3-10 절은 킹 제임스 번역에서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3,4 절에
초점을 둘 것입니다. 이 절들에 따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믿는자들에 관하여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Notice that II Thessalonians1:3-10 is one sentence in the King James Version. Today we will focus on
verses3, 4. From these verses what did Paul notice about the Thessalonian believers?

3. 뉴 킹 제임스 번역의 데살로니가후서 1:3b 절을 읽으십시요:
,
. 이것이 어떻게 이 믿는자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에 대한 응답입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3:10b, 12a 절을 보십시요.
Read the following NKJV of II Thessalonians1:3b: your faith grows
exceedingly, and the love of every one of you all abounds toward each other. How is this an answer to Paul’s
prayer for these believers? See I Thessalonians 3:10b, 12a.

a. 이것은 당신의 기도에 관하여 어떻게 격려 해 줍니까?
How does this encourage you concerning your prayer?

b.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란 것을 인식하였습니다. 무엇이 믿는자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도와줍니까?
Paul recognized that the Thessalonians’ faith continued to increase.
What helps a believer’s faith to g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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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데살로니가후서 1:3c 에 있는
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을 향한 그들의 사랑에 대하여 무엇을
알려줍니까? What does the word abound in ll Thessalonians1:3c suggest about their love for others?

(1.)

만일 당신의 사랑이 자랐다면 누가 혜택을 받겠습니까?
Who would benefit if your love increased?

4. 데살로니가후서 1:4 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요. 데살로니가인들은 그들의
가운데서도
와
을 보여주었습니다.
라는 말은
또는
으로 번역 될 수 있습니다. 이 믿는 자들이
당신에게 본이 되는 면을 나누어 보십시요.
Read II Thessalonians 1:4 again. The Thessalonians
exhibited patience and faith in their persecutions and tribulations. The word patience could be translated
endurance or perseverance. Share a way these believers are an example for you.

과
중에 왜 어떤 믿는자들은
와
으로
내고 어떤 이들은 견디어 내지
a. 당신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그러한 차이를 만듭니까?
Why do you think in times of
persecutions and tribulations some believers endure with patience and faith while others don’t? What
makes the difference?
,

.

For when your faith is tested,
Your endurance has a chance to grow.
에베소서 Ephesians 1:3 NLT

제 3 일: 데살로니가 후서 1:5-10 절을 읽으십시요.
THIRD DAY: Read II Thessalonians 1:5-10
1. 데살로니가후서 1:5-10 절은 고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쓰여졌습니다. (이
절들은 킹 제임스 번역은 물론 다른 번역 성경을 참고하십시오.) 분명히 데살로니가인들 중 일부는
그들의 심한 박해로 인하여 혼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 잡기 위하여 이 편지를 썼습니다. 척 목사님께서 말씀
하시기를:
. 다음 절들에서
.
,
이들 믿는자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몇가지 구절들을 기록 하십시요.
II Thessalonians1:5-10 was
written to comfort the Thessalonians in their suffering. (You may want to read these verses in another
version as well as the KJV.) Apparently some of the Thessalonians were confused because of their
heavy persecution. They mistakenly thought they had endured into the judgment of God. Paul wrote
this letter to correct this misconception. Pastor Chuck says: The church was being persecuted, probably by
Judaizing teachers who had troubled other young churches. The Thessalonians were being troubled by men, not
by God. Record a few phrases from the following verses that would have comforted these believers:
a. 데살로니가후서 II Thessalonians 1:5 절

(1.) 디모데후서 3;12 절은 고난에 관하여 무엇을 말씀합니까?
What does II Timothy 3:12 say about suffering?

(2.) 척 목사님은,
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고난 중에 있을 때 당신을 어떻게 위로 하셨습니까? Pastor Chuck
says: God uses our suffering to mature us. How has God comforted you in your suffer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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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데살로니가후서 II Thessalonians1:6 절

c. 데살로니가후서 II Thessalonians1:7 절

이라는 구절에 주
2. 데살로니가후서 1:7a 절에 있는
목하십시요. 데살로니가후서 1:7b, 8 절에서 바울은 그들이 안식할 수 있도록 격려와 도움이될 어떤
이유를 주었습니까?
Notice the phrase in II Thrssalonians1:7a: you who are troubled rest with us. What
reason did Paul give in II Thessalonians 1:7b,8 that would have encouraged and helped them to rest?

a. 히브리서 10:30,31 절은 데살로니가후서 1:7,8 절의 메세지를 어떻게 구체화합니까?
How does Hebrews10:30,31 substantiate the message of II Thessalonians1:7,8?

3.

(데살로니가후서 1:7b)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때의 그의 재림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비극적 미래를 데살로니가후서 1:9 절은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When the Lord Jesus shall be revealed from heaven with His mighty angels (II Thessalonias1:7b) refers to the
Second Coming of Christ when He comes to judge the world. What does II Thessalonians1:9 declare
the tragic future will be for those who obey not the gospel of our Lord Jesus Christ?

a. 이것이 세상에는 단지 두 그룹의 사람들만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믿지않는 사람들의 종말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요. 척 목사님께서는,
라고 말씀 하십니다. 이것이
당신이 아는 불신자들을 위하여 기도 하도록 어떻게 동기를 줍니까?
This indicates that there are
only two groups of people: those who believe the gospel and those who do not believe. Think
about the destiny for those who do not believe. Pastor Chuck says: The punishment of those who don’t
know God will be banishment from both His presence and the glory of His power. How does this motivate
you to pray for the unbelievers you know?

진보반: 데살로니가전서 4:16,17 절에 있는 교회의 휴거와 데살로니가후서 1:7-9 절에 있는 그리스도의
재림 의 차이점을 설명 하십시요.
Advance students: Explain the difference between the Rapture of the Church in I Thessalonians 4:16, 17
and the Second Coming of Christ in II Thessalonians 1:7-9.

!

.

For the Lord is coming!
He is coming to judge the earth.
시편 Psalm 96:13a N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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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일: 데살로니가후서 1;10 절을 읽으십시요.
FOURTH DAY: Read II Thessalonians 1:10
1. 성경은
을 양면을 가진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7b-9 절은 악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묘사하고, 데살로니가후서 1:10 절은 두 번째 면으로 그 날의 영광스러운
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고 데살로니가후서 1:10 절을 이곳에 기록하면서 그 날에 믿는 자들
에게 일어날 일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요.
The Bible describes the day of the Lord as a twofold
event. II Thessalonians 1:7b-9 describes the time of God’s judgment against the wicked world. And
II Thessalonians 1:10 describes the second and glorious aspect of that day. Pause and think about
what that day holds for believers as you print II Thessalonians1:10 here.

a. 척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주님은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십니다! 주님은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오십니다. 주님은 성도들에 의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오십
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십니다. 셀라. 이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나누어 보십시요.
Pastor Chuck says: Jesus is coming! He is coming in power and glory!
He is coming to be glorified in the saints. He is coming to be glorified by the saints. He is coming
to establish the Kingdom of God upon the earth. Selah. Share your response to this.

2. 다음 절들을 읽으면서 이런 미래에 다가올 날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넓히십시요. 당신이 발견한 것을
기록 하십시요:
Expand your understanding of this future day by reading the following verses.
Note your discoveries:
a. 마태복음 Matthew 25:31 절
b. 누가복음 Luke 21:27 절
c. 유다서 Jude 14b,15 절

3. 성경 말씀의 증거를 믿는 모든 사람은 데살로니가후서 1:10b NLT 절에 있는 다음의 약속을 고찰해
보아야 합니다:
,
.
을 기쁜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지금 주님에 대한 당신의 찬양을 표현하는
글을 적으십시요.
Everyone who has believed the testimony of the scriptures should consider the
following promise from ll Thessalonians1:10b NLT: You will be among those praising Him on that day, for
you believed that we testified about Him. In joyful anticipation of that day write a note expressing your
praise to Him now.

,

,

,

.

.

!
This is what I believe. It is written on my heart.
This is what I believe, every promise, every part.
This is what I bel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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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lected
제 5 일: 데살로니가후서 1:11-12 절을 읽으십시요.
FIFTH DAY: Read II Thessalonians1:11-12
1. 주님의 재림의 위대한 날이 다가옴을 인식하며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믿는자들을 위하여 기도 하도록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11a NIV 절을 관찰 하십시요: 이것을
. 11 절에서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어떤 세 가지를 기도했습니까?
Knowing this great day of the Lord’s return was coming, Paul was stirred to pray for the
Thessalonian believers. Observe II Thessaonians1:11a NIV: With this in mind, We constantly pray for
you. From verse 11 what three things did he pray for them?

a. 이 기도의 어떤 면이 당신에게 특별하게 교훈을 줍니까?
What aspect of this prayer particularly ministers to you?
2. 데살로니가후서 1:12 절에 따르면 바울은 왜 이 세가지 요청 기도를 했습니까?
Why did Paul make these prayer requests according to II Thessalonians1:12?
a. 오늘 당신 안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수 있는 방법들을 나누어 보십시요.
Share ways He can be glorified in you today.

3. 만약 누군가 당신을 위하여 데살로니가후서 1:11,12 절을 항상 기도하고 있는 것을 안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If you knew someone was praying
IIThessalonians1:11,12 for you always, in what specific way would you want your life to be affected?

,

,
,
,
,
.
In my life, Lord, be glorified, be glorified.
In my life, Lord, be glorified today.
-selected

.

제 6 일: 데살로니가후서 1:1-12 절을 읽으십시요.
SIXTH DAY: Read II Thessalonians1: 1-12
과
과
의 본보기가 어떻게 당신에게 교훈이되었습니까? 데살로니가
1. 데살로니가 신자들의
후서 1:3,4 절
How has the example of the Thessalonian believers’ faith, love and patience ministered
to you? II Thessalonians 1:3,4

2. 이번 주 공부를 통하여, 당신은
에 대하여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Through your
study of this week’s lesson, what have you learned about the righteous judgment of God?

3. 이번 주 당신의 공부에서 다음에 관하여 관찰한 한가지를 기록 하십시요.
Record one observation you made from your study this week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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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도 prayer
b. 오시는 주님 the coming of the Lord
c. 고난 suffering

4. 이번 주 공부에서 당신을 위로하였거나 격려해 준 면을 나누어 보십시요.
Share a way this week’s lesson comforted or encouraged you.

.
.

,

.

He is coming again.
The very same Jesus, rejected of men.
With power and great glory,
He is coming again!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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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ful Life Bible Studies
데살로니가후서 2:1-17
II Thessalonians 2:1-17
Lesson 3
제 1 일: 복습 과 개관
FRIST DAY: Review and Overview
1. 데살로니가 후서 1:1-12 절의 공부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하여 어떤 면으로 당신에게 교훈이
되었습니까?
In what way your study of II Thessalonians 1:1-12 has ministered to you concerning the
coming of the Lord Jesus Christ?
2.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당신은
적이 있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
가의 믿는 자들에게 권고와 교훈으로 데살로니가후서 2 장에서 이것을 말했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가 받을 미래의 사건들에 대한 더 명백한 이해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를 강하게 해 줄 것이고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과 안정을 줄 것입니다. 다음 절들에서 믿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권고를 기록하
십시요.
Have you ever been shaken in mind or troubled while awaiting Christ’s return? Paul addressed
this in II Thessalonians 2 through exhortation and instruction to the Thessalonian believers. This week we
will receive a clearer understanding of future events that should strengthen our confidence in God and give us
hope and stability today. Print Paul’s exhortation to believers from the following verses:
a. 데살로니가 후서 II Thessalonians 2:2a 절
b. 데살로니가 후서 II Thessalonians 2:3a 절
c. 데살로니가 후서 II Thessalonians 2:15a 절
3. 당신의 성경 공부를 기도로 시작하는 것은 필수적 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당신의 이해를 증진시
키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당신이 굳게 서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십시요. 당신의 공부를
완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신이 갖고 있을 어떤 염려도 당신의 기도에 포함시키십시요. 이곳에
당신의 기도를 적으십시요. It is essential to begin your Bible study with prayer. Ask the Lord to increase
your understanding of the end times and help you remain steadfast until He comes. Include in your prayer
any concerns you may have in relationship to completing your lesson. Write your prayer here.

,

.

,

Let my cry come near before thee, O LORD:
Give me understanding according to thy Word.
시편 Psalm 119: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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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일: 데살로니가후서 2:1-4 절을 읽으십시요.
SECOND DAY: Read II Thessalonians 2:1-4
1. 데살로니가후서 2:1a 절은
에 관하여 데살로니가의 믿는 자들
에게 바울이 간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 절의 마지막 구절을 쓰시면서 1 절을 완성 하십시요.
II Thessalonians 2:1a opens with an appeal by Paul to the Thessalonian believers concerning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Complete verse one by writing the last phrase of this verse.
a. 이 구절은 교회의 휴거를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 그들에게 편지를 쓴 적이 있었습
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13-15)16,17 절을 읽고 이 영광스러운 사건을 간단히 묘사하십시요. 셀라.
This phrase refers to the Rapture of the Church. Paul had written to them about this.
Read
I Thessalonians 4:(13-15)16,17 and give a brief description of this glorious event. Selah.
(1.) 교회의 휴거는 믿는 자들의 큰 기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13-18 절이 오늘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The Rapture of the church is the believer’s great anticipation! What
affect does I Thessalonians 4:13-18 have on you today?

(2.) 이 소망을 잊어버린 신자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What can happen to a believer who loses sight of this hope?

2.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기보다 데살로니가인들은 큰 고난 중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2,3 절을 읽으십시요. 2 절에 있는
은(KJV)
로 번역되는 것이
더 낫습니다. 척 목사님은:
,

,

.

고 하십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시고 3a 절에서 바울의 강력한 권고를 적으십시요.
Rather than living with the hope and joy of Christ’s coming, the Thessalonians were in great distress. Read II
Thessalonians 2:2, 3. The reference to the day of Christ in verse 2 is better translated the day of the Lord.
Pastor Chuck says: Paul told the Thessalonians not to be troubled in mind or spirit, nor by a letter
supposedly from him claiming that the day of the Lord had come. The Christians were being taught that the
day of God’s wrath was upon them, and that they were in the Tribulation period. With this in mind write
Paul’s strong exhortation from verse 3a.

a.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미혹을 피하거나 경계하기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What can we do as believers to avoid or guard against being deceived?

이 아직 오지않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시켜 주었습니까? 먼저
3.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는 것을 쓰십시요. 데살로니가후서 2:3b,4 (주:
라는 구절은
는
의미 입니다.) How did Paul reassure the Thessalonians that the day of the Lord had not yet come? Answer
by writing what must happen first. II Thessalonians 2:3b,4 (Note: The phrase falling away means depar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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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은 적그리스도 입니다. 척 목사님은:
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적 그리
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에 묘사된
미래의 사건들을 우리가 깨닫고 아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당신은 생각 하십니까?
The man of
sin, the son of perdition is the Antichrist. Pastor Chuck says, the Day of Judgment won’t come until the
Antichrist has set himself upon a throne in the rebuilt temple in Jerusalem. Although we are not looking
for the Antichrist but for the return of Jesus Christ, why do you think it is important for us to know and
be aware of the future events described in today’s study?

,

,

!

Coming again, coming again,
Jesus is coming again!
-selected

제 3 일: 데살로니가후서 2:5-12 절을 읽으십시요.
THIRD DAY: Read II Thessalonians 2:5-12
1. 데살로니가후서 2:1-4 절에 있는 정보는 이 믿는 자들에게 새로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이것
을 어떻게 압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5
The information in II Thessalonians 2:1-4 was not new to these
believers. How do we know this? II Thessalonians 2:5

2. 데살로니가후서 2:6-8 절을 읽으십시요.
이란
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힘이
고 말했습니다. 어떤 면으로 그 불법의 힘이 오늘날 행해지고
있음을 당신은 인식합니까?
Read II Thessalonians 2:6-8. The phrase mystery of iniquity could be
translated the secret power of lawlessness. Paul said this power was already at work. In what way do you
recognize the power of lawlessness at work today?

a.

(6,7 절)란

또는

란 의미입니다. 이것에 대한 척 목사님의 해설은:
.
. 궁극적으로
(적그리스도)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주님에 의해 패배될 것입니다. 8b 절의 약속을
완성하면서 주님의 놀라운 능력에 대해 숙고 하십시요.
The words withholdeth (verse 6) and
letteth (verse7) mean hinders or restrains. Pastor chuck’s commentary on this is: The Holy Spirit in the
believers is hindering the Antichrist from revealing himself. Once the Holy Spirit’s restraining power
through the Church is removed, the Antichrist will be revealed. Ultimately the Wicked (Antichrist) will
be judged and defeated by the Lord. Think about the Lord’s awesome power as you complete the promise
of verse 8b:

,
Whom the

shall
of His

with the spirit of

.
, and shall _________ with the

. Se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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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데살로니가후서 2:9,10a 절 NLT 를 관찰 하십시요:

.
. 비극적인 것은, 많은 사람들이 속임을 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의 절들에서 그 이유들을 기록 하십시요.
Observe II Thessalonians 2:9,10a NLT: This evil man
will come to do the work of Satan with counterfeit power and signs and miracles. He will use every kind of
wicked deception to fool those who are on their way to destruction. Tragically, many people will be deceived.
Record the reasons for this from the following verses:
a. 데살로니가후서 II Thessalonians 2:10b 절
b. 데살로니가후서 II Thessalonians 2:11 절
c. 데살로니가후서 II Thessalonians 2:12 절
4. 오늘의 공부가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또 붙잡도록 당신의 갈망을 어떻게 증가시켰습니까?
How has today’s study increased your desire to know and embrace God’s truth?
a. 당신이 아는 사람들 중에 속아서 진리를 거절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요. 그들이
아직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가 있는 동안에 지금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요.
Think of someone you know who is deceived and is rejecting the truth. Take time now to pray for that
person while they still have the opportunity to receive Christ.

.
And ye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요한복음 John 8:32

제 4 일: 데살로니가후서 2:13-15 절을 읽으십시요.
FOURTH DAY: Read II Thessalonians 2:13-15
1. 데살로니가후서 2:3-12 절의 믿지않는 자들의 암울함과 절망에 대조하여, 우리는 데살로니가후서
2:13-17 절의 믿는 자들에게 있는 빛과 소망을 볼 것입니다. 13a 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신자들을 위한 그의 사랑과 감사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In contrast to the darkness and despair
of II Thessalonians 2:3-12 for the unbeliever, we will see the light and hope of II Thessalonians 2:13-17 for
the believer. From verse 13a, how did Paul express his love and appreciation for the Thessalonian believers?
a. 13b,14 절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행하신 것을 열거하였습니다. 이곳에 그것들을
나열 하시면서 이 엄청난 축복들을 숙고해 보십시요.
Paul recounted what God had done for them
in verses 13b,14. Consider these incredible blessings as you list them here:
(1.)
God hath from the beginning
(2.)

(

)

through
(3.)
Whereunto

.

(4.)
To the ob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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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 축복들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실 것을 가리키고 있음을 보게
과거 이미 행하셨고, 현재도
현재 행하고 계시며 미래에도
미래
됩니다. 이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적으십시요.
These blessings are for all believers.
You will notice that these phrase point to what God has done in the past, is doing in the present
and will do in the future for the believer. Write your response to this.

2. 데살로니가후서 2:14 절에 있는 이 고귀한 부르심을 마음에 두고, 바울은 15 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
들에게 중요한 권고를 주었습니다. 그것을 여기에 주의깊게 기록하십시요.
With the high calling
of II Thessalonians 2:14 in mind, Paul gave a key exhortation to all Christians in verse 15. Thoughtfully
record it here.
a. 15 절을 순종하는 것이 데살로니가후서 2:2,3a 절에 묘사된 문제들을 어떻게 저항하도록 합니까?
How would obedience to verse 15 counteract the problems described in II Thessalonians 2:2,3a?
3.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침을 받은 모든 것 위에
(데살로니가후
서 2:15b NLT) 는 헌신의 기도를 적으시면서 오늘의 공부를 끝내십시요.
Complete today’s lesson
by writing a prayer of commitment to stand firm and keep a strong grip on everything (II Thessalonians
2:15b NLT) you have been taught from God’s Word.

.
But continue thou in the things
which thou hast learned and hast been assured of…
디모데후서 II Timothy 3:14a

제 5 일 : 데살로니가후서 2:16,17 절을 읽으십시요.
FIFTH DAY: Read II Thessalonians 2:16,17
1. 데살로니가후서 2:16,17 절을 읽으십시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해 잠시
편지 쓰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16 절을 구절 구절 기록 하시면서 그가 어떻게 그의 기도를 시작했는
지 주목 하십시요.
Read II Thessalonians 2:16,17. Paul paused in his writing to pray for the
Thessalonians. Notice how he begin his prayer as you print verse 16 phrase by phrase.

a. 다음의 각 구절들이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교훈하는지 적으십시요.
Write how each of the following phrases minister to you today:
(1.)
which hath loved us
(2.)
hath given us everlasting consolation
(3.)
and good hope through grace

5

2. 데살로니가후서 2:17 절에 있는 이 믿는 자들을 위한 바울의 간구를 숙고 하십시요. 그들을 위한
바울의 소원은 무엇이었습니까? Consider Paul’s prayer requests for these believers in II Thessalonians
2:17. What was his desire for them?

a.

라는 단어는
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힘이 모든 선한 말과 일에 왜 그리도
중요합니까?
The word stablish means strengthen. Why is the Lord’s strength so important in
every good word and work?

3. 데살로니가후서 2:16,17 절을 기도의 지침으로 사용하여 당신 그룹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요.
Use II Thessalonians 2:16,17 as a guide to pray for those in your group.

제 6 일: 데살로니가후서 2:1-17 절을 복습 하십시요.
SIXTH DAY: Review II Thessalonians 2:1-17
1. 데살로니가후서 2:1-17 절의 공부를 통하여 미래의 사건들에 관하여 당신이 배운 것을 상기하십시요.
Recall something you learned through your study of II Thessalonians 2:1-17 about future events.

2. 당신의 공부를 통하여 다음에 관하여 당신은 어떤 실제적인 도움을 받았습니까?
What practical help have you received through your lesson concerning the following:
a.
shaken in mind or troubled
b.
c.

deception
standing fast

3. 이번 주 공부에서 당신에게 가장 격려가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What encouraged you the most from this week’s lesson?

4. 당신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당신의 공부가 어떤 구체적인 면에서 주님에 대한 당신의 믿음과
헌신을 강하게 해 주었습니까?
In what specific way has your study strengthened your faith and
commitment to the Lord as you wait for His return?

:
:

.

.
Watch therefore: for ye know not what hour your Lord doth come.
Therefore be ye also ready: for in such an hour as ye think not
the Son of man cometh.
마태복음 Matthew 24: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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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yful Life Bible Studies
데살로니가후서 3:1-18 절
II Thessalonians 3:1-18
Lesson 4

제 1 일: 복습 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데살로니가후서 2:1-17 절을 복습 하십시요. 이 장에서 오늘 당신에게 특별하게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Review II Thessalonians 2:1-17. What especially speaks to you today from this chapter?

2. 다음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는 것이 매일 당신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칩니까? 그리스도의 재림의 약속은 우리의 사는 방식에 강한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매일의 새 날은
우리에게 주님을 사랑하고 섬길 기회가 됩니다. 이번 주에 공부할 데살로니가후서의 3:1-18 절에 있는
바울의 가르침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삶을 위한 실제적인 적용을
발견합니다. 다음의 구절들에서 당신을 인도하고, 지시하고, 위로가 되는 단어나 구절을 선택 하십시요.
Think about this: How does the expectation of Christ’s return influence you on a daily basis? The
promise of Christ’s return should have a vital impact in the way we live. Each new day provides an
opportunity for us to love and serve Him. Through this week’s study of Paul’s instruction in II
Thessalonians 3:1-18, we discover practical application for our lives as we await our Lord’s return.
From the following references choose a word or phrase that directs, commands or comforts you:
a. 데살로니가후서 II Thessalonians 3:1-5 절
b. 데살로니가후서 II Thessalonians 3:6-10 절
c. 데살로니가후서 II Thessalonians 3:11-15 절
d. 데살로니가후서 II Thessalonians 3:16-18 절
3. 아래의 절을 당신의 삶을 위한 기도로 사용하여 이번 주 공부를 시작 하십시요. 또한 이 공부와 관련하여
당신의 가장 깊은 갈망과 필요를 주님께 표현 하십시요.
Begin this week’s study using the verse
below as a prayer for your life. Also express to the Lord your deepest desire and need in relationship
to your lesson.

And the Lord direct your hearts into the love of God,
And into the patient waiting for Christ.
데살로니가후서 II Thessalonians 3:5

1

제 2 일: 데살로니가후서 3:1-5 절을 읽으십시요.
SECOND DAY: Read II Thessalonians 3:1-5
1. 데살로니가후서 3:1a 절에 있는 바울의 필사적인 기도 요청을 들으십시요. 그것을 여기에 기록 하십시요.
Hear the desperation in Paul’s request for prayer in II Thessalonians 3:1a. Print it here.
a. 1b,2a 절에서 바울의 세가지 기도 요청을 적으십시요.
List Paul’s three requests for prayer from verses 1b,2a.

(1.) 바울의 요청을 심각하게 숙고해 보십시요. 이것은 바울에 대하여 무엇을 드러냅니까?
Seriously consider Paul’s requests. What does this reveal about him?

2. 바울은 복음이 선포되고 가르치는 곳은 어디든지 진리를 반대하는
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믿는 자들을 어떻게 격려하였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3 절을
적으시면서 답해 보십시요.
Wherever the gospel was preached or taught, Paul recognized there
would be unreasonable and wicked men who would oppose the truth. How did Paul encourage the
Thessalonians believers? Answer by writing II Thessalonians 3:3 phrase by phrase.

a.

라는 구절에 집중 하십시요.
라는 단어를 정의해 보십시요.
Concentrate on the phrase: the Lord is faithful. Define the word faithful.
(1.) 당신을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잠시 생각해 보십시요. 개인적인 실례를 간단하게 나누
어 보십시요.
Think for a moment about the Lord’s faithfulness to you. Briefly share a
personal example.

b. 이 절이 당신을 어떻게 격려합니까?
How does this verse encourage you?

3. 데살로니가후서 3:4 절에 있는 이들 믿는 자들에 대한 바울의 확신이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으리
라고 생각하십니까?
How do you think Paul’s affirmation of these believers in II Thessalonians 3:4
would have affected them?

4.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데살로니가후서 3:5 절이 이 서신의 요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믿는 자들은 거짓
선생들로 인해 낙심했고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5 절을 완성하면서 그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를 숙고해 보십시요.
Many Bible expositors think II Thessalonians 3:5 is the key verse
of this letter. These believers were discouraged by false teachers and were suffering persecution. With
this in mind consider Paul’s prayer for them by completing verse5:
께서 너희
And the
for

을 인도하여

의
your

과

의
into the

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of

and into th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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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데살로니가후서 3:5 절이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적용됩니까?
How does II Thessalonians 3:5 apply to you today?

,

.

.

.
.
Hungry, I come to You for I know You satisfy.
I am empty, but I know Your love does not run dry.
So I wait for You. So I wait for You.
-selected

.

제 3 일: 데살로니가후서 3:6-10 절을 읽으십시요.
THIRD DAY: Read II Thessalonians 3:6-10
1. 오늘 공부할 바울의 가르침을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데살로니가후서 3:6-10 절을 읽으십시요.
데살로니가인들 중 일부는 주님의 임박한 재림을 기대하며 생계를 위해 더 이상 일을하지 않는 무책임
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바울의 교훈이 데살로니가후서 3:6 절
부터 잘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To receive a clearer
understanding of Paul’s instruction in today’s lesson, read II Thessalonians 3:6-12. Apparently some
of the Thessalonians in their expectation of the Lord’s imminent return had become irresponsible, no
longer working for a living. Paul’s instruction on how to deal with this begins in II Thessalonians 3:6.
What did he command them to do?

2. 척 목사님은:

.

.

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7-10 절에서 이것을 증명하는 몇 구절을 기록 하십시요.
Pastor Chuck says: Some of the brethren in the church weren’t working to support themselves. Paul used
himself as an example. When he was in Thessalonica he paid his own expenses by working. Record a few
phrase from II Thessalonians 3:7-10 that verify this.

3. 이 절들은 데살로니가에서 팽배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려고 쓰여졌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610 절에서 이것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요약하십시요.
These verses were written to resolve a
problem that was prevalent in Thessalonica. Summarize Paul’s instruction concerning this from II
Thessalonians 3:6-10.

제 4 일: 데살로니가후서 3:11-15 절을 읽으십시요.
FOURTH DAY: Read II Thessalonians 3:11-15
자들에 관한 바울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 오늘은
3:11b 절에서 그들을 묘사해 보십시요.
Today’s study continues Paul’s instruction concerning
those who walk disorderly. Describe them from II Thessalonians 3: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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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다음 절들에서
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배우십니까?
What do you learn about busybodies from the following verses:
(1.) 디모데전서 I Timothy 5:13 절
(2.) 베드로전서 I Peter 4:15 절
(3.)

에게 무슨
이 주어졌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12 절
What command were the busybodies given? II Thessalonians 3:12

2. 데살로니가후서 3:13 절에서 바울은
자들로부터 그의 관심을 돌려
(13a 절 NLT)에게 교훈과 격려를 합니다. 13b 절의 명령을 크게 기록하십시요.
In II Thessalonians 3:13 Paul turned his attention away from the disorderly to give instruction and
encouragement to the rest of you, dear brothers and sister (verse 13a NLT). Print in all caps the command
of verse 13b.
a. 이 명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절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십시요.
This command is relevant for us today. Think of some of the reasons
Christians can grow weary in well doing
b. 갈라디아서 6:9 절은 이 명령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떤 약속을 더하여 줍니까?
What promise does Galatians 6:9 add for those who obey this command?
어떤 격려를 줍니까?
c. 히브리서 12:1-3 절을 읽으십시요. 이 절은
Read Hebrews 12:1-3. What encouragement does this give you to be not weary in well doing?
3. 데살로니가후서 3:14,15 절은
에 관한 바울의 권고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절들에서 바울은 어떤 교훈을 주었습니까?
II Thessalonians 3:14,15 concludes
Paul’s counsel concerning any who obey not our word by this epistle. What instruction did Paul give in
these verses?
는 것임을 주목하십시요. 이것은 무관심이나 무자비
a. 이 훈계의 목적은
함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난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이 아닌
로 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15 절 Notice the goal of this discipline is that he may be ashamed. It is not done out of indifference or
cruelty but out of love. Why would it be important to view such a person not as an enemy but as a
brother? verse 15
(1.) 다음의 절에서 이것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배우십니까?
What do you learn from the following verse about this?

.
Brethren, if a man be overtaken in a fault, ye which are spiritual,
Restore such an one in the spirit of meekness;
Considering thyself, lest thou also be tempted.
갈라디아서 Galatians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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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일: 데살로니가후서 3:16-18 절을 읽으십시요.
FIFTH DAY: Read II Thessalonians 3:16-18
1. 데살로니가후서 3:16 절을 쓰시면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보내는 그의 편지의 끝맺음을 관찰
하십시요. 셀라 - 잠시 멈추고 이것에 관하여 생각해 보십시요.
Observe the way Paul closed his
letter to the Thessalonians by writing II Thessalonians 3:16 phrase by phrase. Selah.- pause and think
about this.

a. 주님에 대한 이 묘사가 오늘 당신에게 가르침이 되는 한 면을 나누어 보십시요.
Share a way this description of the Lord ministers to you today.

b.

이라는 말과
라는 말씀에 집중하십시요. 이것은 바울의 축도에 어떠한 차원을
더해 줍니까? Focus on the words always and by all means. What added dimension does this give
to Paul’s benediction?

2. 바울은 이 편지에 대한 신빙성을 어떻게 증거했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17 절
What token of authenticity did Paul give to this letter? II Thessalonians 3:17

3. 바울은 데살로니가의 핍박 받는 믿는 자들을 위해
을 기원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16 절).
바울은 이 짧은 편지의 마지막 말에 그들을 향한 또 하나의 바램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
까? 데살로니가후서 3:18 절.
Paul prayed for peace for the persecuted believers at Thessalonica
(II Thessalonians 3:16). He expressed another desire for them in the final words of this short letter.
What was it? II Thessalonians 3:18.

제 6 일: 데살로니가후서 3:1-18 절을 읽으십시요.
SIXTH DAY: Review II Thessalonians 3:1-18
1. 데살로니가후서 3:1-8 에서 당신은 어떤 특별한 생각, 통찰력 또은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What special thought, insight or instruction did you receive from II Thessalonians 3:1-18?

2. 다음에 관한 이번 주 공부를 통하여 당신이 배운것을 기록 하십시요.
Record something you learned through your study this week about:
a.

the Lord

b.

prayer

c.
conduct while awaiting Christ’s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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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번 주 공부가 당신에게 어떤 면으로 도전이나 격려가 되었습니까?
In what way has this week’s lesson challenged or encouraged you?

4. 데살로니가후서 1-3 장의 공부를 잠시 되새겨 보십시요. 이 공부가 당신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도록
어떻게 도왔습니까?
Reflect for a few moments on your studies of II Thessalonians 1-3. How have
they helped prepare you for the Lord’s return?

5. 이 공부의 결과로서 당신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나누어 보십시요.
Share a specific application you are making to your life as a result of your study.

6. 데살로니가후서에서 당신이 좋아하는 구절을 적어 보십시요.
Write your favorite verse from II Thessalonians.

.

.
Now may the Lord of peace Himself
Give you peace at all times and in every way.
The Lord be with all of you.
데살로니가후서 II Thessalonians 3:16 NIV

.

,

Even so, come, Lord Jesu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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