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드로전서
I Peter
서론 과 배경
Introduction and Background
Lesson 1

즐거운 삶의 성경공부에 오신 것을 큰 기쁨으로 환영합니다. 이 성경공부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지식을 더 풍성하게 하고 당신이 배운 것을 당신의 삶에 적용하도록 권고하며 당신이 주
님과 동행하도록 격려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갖는 기쁨은 다른 크리스천 자매들과 교제를 할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With great joy we welcome you to the Joyful Life Bible Study. Our purpose for this study is to enrich you in
your knowledge of the Word of God, exhort you to apply to your life what you learn, and encourage you in
your walk with the Lord. One added joy will be the opportunity for fellowship with other Christian women.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는 테러인들의 위협과 허리케인으로 인한 참화와 자유주의자들의 문제로 사회
가 격변하고 있는 때에 우리가 공부할 베드로전서에서 소망의 중요성에 대해 당신은 더욱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 서신의 각 장은 이러한 혼란한 때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바를 실제적으로 적용할
교훈들을 제공합니다.
With the upheaval in our nation of the threat of terrorists, the devastation of hurricanes and the liberal
agenda, you will appreciate the emphasis on hope in our study of I Peter. Each chapter of this epistle
provides practical, applicable instruction on how we are to live in these turbulent times.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도다.
Praise be to God and the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In His great mercy He has given
us new birth in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베드로전서 1:3 NIV

I Peter 1:3 N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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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배경
Background to I PETER
베드로전서의 저자;
저자; Author of the Letter:


사도 베드로 ; Peter, the Apostle

수신자 ; Written to::



소아시아 북쪽 전체에 흩어져 있던 신자들
Believers scattered throughout Northern Asia Minor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자들; All believers everywhere

저작 연대와 장소;
장소; Date and Place of Writing:



대략 주후 64년경; Approximately A.D. 64
바빌론에서 씀; From Babylon

주제;
주제; Theme:


소망; Hope

저작의
저작의 목적;
목적; Purpose For Writing:
Writing: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도록 격려하기 위해
To encourage Christians to stand fast in the grace of God
고난 가운데 있는 신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To comfort believers in their suffering
신자들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고 또 강건하고 복되고 소망있는 삶을 살게하기 위해
To bring believers into spiritual maturity and into a life of strength, blessing a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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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일: 서 론
FIRST DAY: The Introduction
1. 이 교재의 첫 페이지에 있는 서론을 복습하십시오. 그것이 어떤 면으로 베드로전서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줍니까? Review the Introduction on page one of this lesson. In what way does it affect your
desire to study I Peter?
2. 특별히 당신의 관심을 끈 구절이나 문장 또는 생각을 적으십시오.
Note the phrase, sentence or thought that especially caught your attention.
a. 왜 그런지 나누십시오.
Share why.
3. 서론을 마음에 두고, 베드로전서의 공부와 관련하여 당신의 가장 큰 갈망을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쓰십시오. With the Introduction in mind take a moment to write a prayer to the Lord expressing your
greatest desire in relationship to your study of I Peter.

.
.

-

Open my eyes to see wonderful things in Your Word.
I am but a pilgrim here in earth: how I need a map And Your commands are my chart and guide.
시편 119:18,19TLB

Psalm 119:18,19TLB

제 2 일: 저 자
SECOND DAY: The Author
1.

2페이지에 있는 배경에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의 저자인 것을 주목하십시오. 신약성경에서 다른 어
느 사도들 보다 베드로에 관하여 더 많이 쓰여져 있습니다. 베드로에 관한 아래의 참고 구절 몇 개
를 택하여 일어난 일을 짧게 설명하십시오. Notice from the Background on page two that Peter is
the Author of I Peter. There is more written about Peter in the New Testament than any of the other
apostles. Choose a few of the following references about Peter and write a short phrase describing the
event:
a. 마태복음 4:18-20 ; Matthew 4:18-20
b. 마태복음 14:25-33 ; Matthew 14:25-33
c. 마태복음 17:1-13 ; Matthew 17:1-13
d. 마태복음 26:69-75 ; Matthew 26:69-75
e. 사도행전 3:1-10 ; Acts 3:1-10
f. 사도행전 10:9-16,28 ; Acts 10:9-16,28

베드로전서

1-3

g. 사도행전 12:1-11 ; Acts 12:1-11
도전: 요한복음 1:40,42절에서 베드로의 다른 이름들을 나열하십시오.
Challenge: From John 1:40,42 list Peter’s other names.
라는 이름의 뜻을 기록하십시오.
a.
Record the meaning of the name: Peter.
2. 베드로의 삶에 대하여 당신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What stands out the most to you about Peter’s life?

“

.”
And Simon Peter answered and said,
“Thou art the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마태복음 16:16

Matthew 16:16

제 3 일: 수신자들과 저작 연대와 장소
THIRD DAY: The Recipient and Date and Place of Writing
1. 베드로전서 1:1절을 읽고 2페이지에 있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 관한 배경 자료와 비교하십시오. 이
들 믿는 자들은 어디에서 살고 있었습니까? Read and compare I Peter 1:1 with the Background
information on page two concerning the recipients of this letter. Where were these believers living?

a. 2 페이지에 있는 지도에서 이 지역들을 동그라미나 색갈로 표시하십시오.
Highlight or circle the names of these provinces on the map on page two.

진보반: 주후 64년경 무슨 일이 일어나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지게 했습니까?
Advanced Students: What was happening around A.D. 64 that may have caused the Christians to scatter?

2. 성경주석가들은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 말한 망명에 관한 정확한 배경을 확인하기란 어려운 일임에
뜻을 같이 합니다. 그들은 또한 이 망명에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신자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에 뜻
을 같이합니다. 이 견해에 대해 베드로전서 2:10;4:3절은 어떻게 지지합니까? Bible commentators
agree that it is difficult to determine the exact background of the exiles that Peter addressed in his letter.
They also agree that these exiles included both Jews and Gentile believers. How does I Peter 2:10;4:3
support this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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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드로전서 5:13절에 의하면 베드로가 이 서신을 썼을 당시 그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According to I Peter 5:13, where was Peter when he wrote this letter?

주석: 여기서 말한 바벨론이 문자 그대로라면, 그는 메소포타미아(유프라테스 강가의 바벨론)나 옛 카이
로(나일 강가의 바벨론)에서 썼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 믿는 것처럼 그
장소가 상징적인 곳이라면, 그는 로마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Note: If this reference to Babylon was literal, he may have been writing from Mesopotamia (Babylon on the
Euphrates) or Old Cairo (Babylon on the Nile). If the location was symbolic, as many Bible scholars
believe, he was referring to Rome.
제 4 일: 베드로전서의 주제
FOURTH DAY: The Theme of I Peter
1. 2페이지에 있는 배경에 관한 정보에서 베드로전서의 주제가 소망 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소망 을
정의하십시오. You will recall from the Background information on page two that the theme of I Peter
is hope. Define the word hope.

2. 베드로는 때때로 소망의 사도 라고 불러졌습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수 세기 전의 믿는 자들에게
썼긴 하지만 이것의 적용에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소망이 문제가 많은 이 시대에 어떤 면으로 당신
의 관점에 영향을 줍니까? Peter has sometimes been called the apostle of hope. Although Peter wrote
this letter to believers many centuries ago, it is timeless in its application. In what way does hope affect
your perspective in troublesome times?

3. 소망 의 주제가 어떤 면으로 베드로전서를 공부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합니까?
In what way does the theme of hope whet your appetite to study I Peter?

.

.

My hope is built on nothing less than Jesus’ blood and righteousness.
When all around my soul gives way He still is all my hope and stay.
-selected♬
제 5 일: 저작의 목적
FIFTH DAY: The Purpose for Writing
1. 이 편지를 쓴 베드로의 목적을 2페이지에 있는 배경 정보로부터 적으면서 그것에 집중하십시오.
Concentrate on Peter’s purpose for writing this letter as you write them from the Background
information on page two.
2. 이 목적들 중에 어떤 것이 당신에게 특별히 말해줍니까?
Which of these purposes especially speaks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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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왜 그렇습니까?
Why?
3. 이 목적들이 어떤 면으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필요를 말해줍니까?
In what way do these purposes address the needs of Christians today?

,

.

I have written to you briefly, encouraging you and testifying
That this is the true grace of God. Stand fast in it.
베드로전서 5:12b NIV

I Peter 5:12b NIV

제 6 일: 베드로전서의 서론과 배경 복습
SIXTH DAY: Review the Introduction and Background to I Peter
1. 이 공부의 첫 페이지에 있는 서론이 당신에게 말해주는 것을 나누십시오.
Share a way the Introduction on page one of this lesson speaks to you.

2. 아래에 있는 것에 관하여 이번 주 공부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일이나 사실을 하나 기억해 보고 기록
하십시오. Recall and record one interesting discovery or fact from your study this week about:
a. 베드로전서의 배경
The Background of the letter of I Peter

b. 사도 베드로
The Apostle Peter

3. 이번 주 서론 공부나 강의에서 베드로전서 공부를 하고자 하는 당신의 갈망과 헌신에 어떤 면으로
영향을 주었습니까? In what way has this week’s introductory lesson or lecture influenced your desire
and commitment to study I Peter?

4. 매주 당신의 공부를 잘 끝낼 수 있도록 할 실제적인 계획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그룹과
그것을 나누십시오. Think of a practical plan that will help you complete your lesson each week. Share
this with your group.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The word of the Lord endureth for ever.
베드로전서 1:2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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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I PETER
개 관
Overview

Lesson 2

제

1

일: 복습 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지난 주 공부에서나 강의에서 오늘 당신에게 말해주는 한 가지를 상기하십시오.
Recall from last week’s lesson or lecture one thing that speaks to you today.

2. 이번 주의 개관 공부는 베드로전서를 예습하기 위해 썼습니다. 짧지만 이 강력한 서신을 잠시
시간을 내어 읽으므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읽은 것에서 한 두 가지 관찰한 것을 적으십시오.
This week's Overview lesson has been written to give you a preview of I Peter. Begin by taking a few
minutes to read this short but compelling letter. Jot down one or two general observations from your
reading.

3. 당신은 베드로전서가 처음 쓰여졌을 때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 다. 21 세기에 살고 있는 믿는 자들도 역시 이 서신에 있는 실제적인 교훈들과 권고들을
알고 적용 할 필 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주님께서 당신에게 나타내시는 모든 것을
배우고 적용하기 위해 당신 의 마음과 정신을 준비하도록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씀으로 이책의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이곳에 당신의
기도를 적으십시오. You will discover that I Peter is as
relevant to us today as it was when it was first written. Believers living in the twenty‐first century also
need to know and apply the practical instructions and exhortations found in this letter. With this in
mind begin your personal study of this book by writing a prayer asking the Lord to prepare your heart
and mind to learn and apply all that He reveals to you. Write your prayer here.

...읽는 것과 권고하는 것과 교리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 일들을 묵상하고,
이 일들에 전념하라;
...이 일들을 계속하라...
. . Give attendance to reading, to exhortation, to doctrine.
Meditate upon these things;
give thyself wholly to them;
. . . continue in them. . .
디모데전서 4:13b,15,16b

I Timothy 4:13b,15,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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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일 : 베드로전서 1 장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I Peter 1

1. 베드로전서 개관을 보면서 우리는 하루에 한장씩 공부할 것입니다. 이 장들을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 나 구절들을 주시하십시오. 이것이 베드로 서신의 주된 주제와 주요 핵심을 찾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 다. 1 장을 읽으면서 오늘의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베드로전서 1:2-12 절에서 언급된
축복이나 약속 한 가지를 관찰하고 그것을 이곳에 적으십시오. In our Overview of I Peter we will
cover one chapter each day. As you read these chapters watch for repeated words and phrases. This
will help you identify the main emphasis and key subjects of Peter's letter. Begin today by reading
Chapter One. Observe one blessing or promise mentioned in I Peter 1:2‐12 and write it here.

a. 베드로전서 1:13-22 절에 기록된 명령들 중에 하나를 적으십시오.
Print one of the commands recorded in I Peter 1:13‐22.

2. 베드로전서 1 장에서 특별히 어떤 절이 당신에게 와 닿습니까?
Which particular verse from I Peter 1 stands out to you?

a. 왜 그렇습니까?
Why?

3. 베드로는 이 믿는 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의
영적 축복으로 그들의 관심을 돌렸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그들의 시련 가운데서 승리를
경험하도록 그들을 도와주었겠습니까? Although Peter was aware that these believers were suffering,
he directed their attention toward their spiritual blessings in Christ. How would this have helped them
experience victory in the midst of their trials?

a. 이것은 당신의 시련 가운데서 어떻게 당신을 도와주겠습니까?
How will this help you in the midst of your trials?

제 3 일: 베드로전서 2 장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I Peter 2

1. 2 장을 읽으면서 믿는 자들에게 주는 베드로의 권고와 실제적인 교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떤
권고나 교훈이 오늘 당신에게 특별히 말해줍니까? Through your reading of Chapter Two you will
notice Peter's exhortation and practical instruction to believers. Which exhortation or instruction
especially speaks to you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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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왜 그런지 나누십시오.
Share why.

2. 베드로전서 2 장에서 저자는 그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다른 은유나 직유(비유어)법을 사용합니다.
이것들 중에 한두 가지를 찾아 기록하십시오. 예 : 갓난 아이 - 2 절.
In I Peter 2 the author uses different metaphors and similes (figurative language) to convey his
message. Find and record one or two of these. Example: newborn babes ‐ verse 2.

3. 베드로전서 2:21-24 절을 잠시 동안 집중하면서 오늘의 공부를 끝내십시오.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 가에서 고난 받으신 주님께 당신의 감사와 찬양을 표현하는 글을 쓰십시오.
Complete today's lesson by concentrating for a few moments on I Peter 2:21‐24. Write a sentence
expressing your thanksgiving and praise to the Lord for suffering on the cross for your sins.

주님,, 나의 빚을 값없이 지불하신 측량할 수 없는 자비와
주님
있습니다..
당신이 담당하셨던 그 희생에 경탄하여 서 있습니다
Lord, I stand in wonder at the sacrifice You made.
With mercy beyond measure, my debt You freely paid.
‐selected♬

제 4 일 : 베드로전서 3 장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I Peter 3

1. 베드로전서 3:10 절을 읽고 이 장이 우리 각자의 삶과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보십시오. 이 장에서
당 신에게 도전이나 축복이나 교훈이 되는 구절이나 절을 택하고 왜 그런지 말하십시오.
Read I Peter 3:10 for a glimpse into how relevant this chapter is to each of our lives. Choose a phrase or
verse from this chapter that challenges, blesses or instructs you and tell why.

2. 3 장에서 베드로는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잘 알려진 구약의 여러 성인들을 인용했습니다. 이들 중에
누구에 대해 더 알기를 원하며 또 왜 그렇습니까? In Chapter Three Peter used several notable Old
Testament individuals to illustrate a point. Which one of these would you like to learn more about and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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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장의 어떤 부분을 공부하기를 가장 원합니까?
What part of this chapter are you most eager to study?

나에게서 예수님의 아름다움이 나타나게 하소서!
Let the beauty of Jesus be seen in me
‐selected ♬

제 5 일: 베드로전서 4 장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I Peter 4

1. 베드로전서 전체에 엮어져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마음에 두고 4
장을 읽으십시오. 믿는 자들에게 주님을 위해 살도록 격려하는 권고에 주목하십시오. 어떤 절이나,
명령 또는 생각이 특별히 오늘 당신에게 말해줍니까? Woven throughout the letter of I Peter is the
hope of Christ's return. With this hope in mind scan Chapter Four. Notice the exhortations that
encourage believers to live for the Lord. What verse, command or thought especially speaks to you?

a.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What affect should the promise of Christ's return have on your life?

2. 베드로전서 4 장에서 다음에 관하여 쓴 구절이나 진술 한 가지를 기록하십시오.
From I Peter 4 record one phrase or statement written about:
a. 그리스도
Christ

b. 하나님
God

3. 이 장에서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격려가 됩니까?
What encourages you the most in this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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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일: 베드로전서 5 장을 읽으십시오.
SIXTH DAY: Read I Peter 5

1. 베드로는 간결한 지시들과 권고들과 약속들의 시리즈의 강력한 방법으로 그의 편지를 끝 맺었습니다.
이것들 중 하나를 택하고 그것을 이곳에 쓰십시오. Peter finished his letter in a powerful way with a
series of succinct instructions, exhortations and promises. Choose one of these and write it here.

a. 그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간단히 나누십시오.
Briefly share how it ministers to you.

2. 베드로전서 5 장에서 다음에 관한 설명이나 구절 하나를 적으십시오.,
From I Peter 5 write one phrase or comment about:
a. 베드로
Peter

b. 하나님의 양 무리
the flock of God

c. 목자장
the Chief Shepherd

3. 이번 주 공부를 통하여 베드로전서 1-5 장에서 특별히 당신에게 도움이 된 구절은 어느 것입니까?
그것을 이곳에 적으십시오.
Through your lesson this week what verse from I Peter 1‐5 especially
ministered to you? Write it here.

4. 어떤 면으로 개관 공부가 베드로전서를 공부하도록 격려 또는 도전을 주었습니까?
In what way has the Overview lesson encouraged or motivated you to study I P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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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베드로전서에 제목을 부친다면 어떤 제목을 부치겠습니까?
If you were to provide a title for I Peter, what title would you give it?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for doctrine,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That the man of God may be perfect,
throughly furnished unto all good works.
디모데후서 3:16,17 II Timothy 3: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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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1:1‐
1:1‐5
I PETER 1:1‐
1:1‐5

Lesson 3

제 1 일 : 복습 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베드로전서 개관 공부가 어떻게 당신의 즐거운 삶에 도움을 주었습니까?
How has your Overview of I Peter contributed to your joyful life?

2. 나쁜 뉴스를 계속 읽고 듣기에 진저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번 주 공부를 통하여 좋은 소식을
접하게되므로 당신은 격려와 위안을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1‐5 절을 읽으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소식을 특별하게 알려주는 절이나 구절을 택하십시오. 그것을 여기 적으십시오.
Do you get tired of reading and hearing about bad news? You will be encouraged and comforted by good news through
your study this week. Read I Peter 1:1‐5. Choose a verse or phrase that particularly conveys good news to you
today. Write it here.

3. 하나님의 말씀 공부를 통하여 주님께서 당신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받기위해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당신이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시기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여기 적으십시오. Prepare your mind and heart to receive all the
Lord
has
for
you
through
your
time
in
His
Word.
Ask
instruct and enable you to embrace and apply His truths to your life. Write your prayer here.

the

Lord

비밀하고, 조용하고, 고요한 가운데, 주님이 계시니.
비밀하고, 조용한 시간에, 나는 오직 주님만을 기다리리.
이는 내가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함이라.
In the secret, in the quiet place, in the stillness You are there.
In the secret, in the quiet hour I wait only for You.
I want to know You more.
‐sel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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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일 : 베드로전서 1:1,2 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I Peter 1:1,2

1. 베드로전서 1:1,2 절에서 저자는 그의 편지를 인사로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했
습니까? 1a 절
In I Peter 1:1,2 the author began his letter with what is called a salutation. How did
he introduce himself? verse 1a
a. 사도란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입니다.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누구에게 썼습니까? 1b 절
Apostle means one sent forth. To whom did Peter address his letter? verse 1b

1) 사방으로 흩어져 향수병에 걸려있었을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베드로로부터 편지를 받았을 때
어떠하였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였을 것 같습니까?
Think about what it must have been like for these scattered, possibly homesick, Christians to
receive a letter from the Apostle Peter. What might their reaction have been?

b. 베드로전서 1:1 절의 다른 번역본은 나그네들 이라는 단어 대신에 순례자들, 타국인들, 잠시
머무르는 자들 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이 이생을 향한 믿는 자들의 관점에 대해서
당신에게 무엇을 암시합니까? Other versions of I Peter 1:1 use the words pilgrims, aliens and
sojourners instead of strangers. What does this suggest to you about a believer’s perspective toward
this life?

진보반: 킹 제임스 번역본에 흩어진으로 번역된 단어는 디아스포라 (Diaspora) 입니다. 사전을
사용하여 디아스포라 를 정의하십시오.
Avanced Students: The word translated scattered in KJV is Diaspora. Using your dictionary define Diaspora.

2. 베드로전서 1:2b 절에서 베드로가 이들 믿는 자들을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주목하십시오. 택함 받다
는 말은 선택되다는 뜻입니다. 이 구절에서 믿는 자들이 어떻게 택함을 받았는지를 나타 내는
문구를 적으십시오. Notice from I Peter 1:2a what Peter called these believers. Elect means
chosen. Write the phrase in this verse that declares how believers are chosen.

척 목사님은, 만일 당신이 택함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알기를 원한다면 지금 바로 주님을 선택하십시오!
선택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개인적: 당신이 택함을 받았는지 궁금합니까?

Personal: Do you wonder if you have been chosen? Pastor Chuck says: If you want to know whether or not
you’ve been chosen, just choose Him!
3. 베드로전서 1:2 절은 구원에 대한 삼위일체의 사역을 나타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이라는
구절을 주목하십시오. 거룩함 이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이란 뜻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어야합니까? I Peter 1:2 reveals the work of the Trinity in salvation. Notice
the phrase: sanctification of the Spirit. The word sanctification means set apart for God. What impact
should this have on our lives as Christi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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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 출애굽기 24:8 의 피 뿌림의 구약 의식을 마태복음 26:26-28; 히브리서 9:14; 베드로전서 1:18,
19 절과 연결지어 보십시오. 당신이 발견한 것을 적으십시오.
Challenge: Link the Old Testament ritual of sprinkling of the blood (Exodus 24:8) with Matthew
26:26‐28;
Hebrews 9:14; I Peter 1:18,19. Note your findings.

4. 은혜와 평강에 관한 인사는 초대 교회에서 흔히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인사에 더 첨가한 것이
무엇인지 관찰하십시오. 2c 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더욱 많아 졌습니까?
The greeting of grace and peace was common in the early church. Observe what Peter added to this
greeting. verse2c How has God’s grace and peace been multiplied in your life?

제 3 일 : 베드로전서 1:3-5 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I Peter 1:3‐5

1. 베드로전서 1:3-5 절은 이 편지에서 가장 격려가 되는 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킹 제임스 번역
본에서는 3-5 절이 한 문장입니다. 당신의 구원에 관한 좋은 소식을 발견하기 위해 베드로전
서 1:3-5 절을 읽으십시오. 시간을 내어 3 절을 묵상하고 그것을 여기 한자 한자 적으면서 당 신의
생각과 마음에 깊이 새기십시오. I Peter 1:3‐5 is one of the most encouraging paragraphs in this letter.
In the King James Version verses 3‐5 is one sentence. Read I Peter 1:3‐5 to discover the good news
concerning your salvation. Take a few moments to consider verse 3, letting it penetrate your mind and
heart, as you write it here phrase by phrase.

2. 베드로는 전통적인 유대인의 기도의 시작에 사용하는 찬송하리로다 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
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3a 절 Peter praised God by using the first
phrase of a traditional Jewish prayer, Blessed be God. What did he declare about God? verse 3a

a.

3a 절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와 어떤 관계입니까?
From verse 3a what is Christ’s relationship to us?

3. 베드로전서 1:3 절에 있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사 라는 구절은 산 소망으
로 다시 태어나게 하다로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절에 의하면 이것이 어떻게 성취되었습
니까? The phrase in I Peter 1:3 begotten us again unto a lively hope could be translated born again to a
living hope. According to this verse how was this accomplished?
a. 아래에 있는 구절이 오늘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으십시오.
Write what the following phrases mean to you today:
(1.) 그의 많으신 긍휼하심
His abundant mer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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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이
b. 이 소망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령한 생명안에 살아있는 원동력을 가리킵니다.
산 소망이 당신의 선택과 행위와 대화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야합니까?
This hope is alive! It indicates an active, energizing principle of divine life within. How should this
living hope influence your choices, conduct and conversation?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심을 나는 안다네.
그분이 살아 계시기에 나도 또한 살리라.
I know that my Redeemer liveth
and because He lives, I, too, shall live.
‐selected ♬

제 4 일 : 베드로전서 1:3-5 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I Peter 1:3‐5

1. 베드로전서 1:3-5 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으십시오. 오늘 우리는 4 절에 집중할 것입니다. 산 소망
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거듭남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줍니까? 4a 절에서 한 단어로
답하십시오. Read I Peter 1:3‐5 once more. Today we will focus on verse 4. Along with a living hope
what does our new birth into God's family bring to us? Print the one word answer from I Peter 1:4a.

2. 베드로전서 1:4 절에서 이 기업에 대한 묘사를 기록하고 각 각의 뜻을 설명하십시오.
From I Peter 1:4 record the descriptions of this inheritance and provide a definition for each.
묘사; Description

뜻; Definition

a.

a.

b.

b.

c.

c.

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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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는 이 위안을 주는 약속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이 땅의
기업과 하늘의 기업을 대조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적으십시오. Think about this reassuring
promise: reserved in heaven for you. Contrast your heavenly inheritance with an earthly
inheritance. Write your thoughts.

4. 에베소서 1:11a 절과 골로새서 1:12 절을 읽으십시오. 이 기업에 대한 당신의 감사를 주님께
표현하기 위해 지금 잠시 시간을 가지십시오.
Read Ephesians 1:11a and Colossians 1:12.
Take a moment now to express your thanksgiving to the Lord for this inheritance.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감사를 드리세.
Give thanks with a grateful heart.
‐selected ♬

제 5 일 : 베드로전서 1:3-5 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I Peter 1:3‐5
1. 당신은 베드로전서 1:3-5 절이 한 문장임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의 기업이 우리를
위하여 안전하게 보존될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줍니다. 베드로전서 1:5b 절은 믿는 자들에게 무슨
소망을 줍니까? You will recall I Peter 1:3‐5 is one sentence. These verses assure us that our inheritance
will be kept safe for us. What hope does I Peter 1:5a give believers?

a. 이것에 대하여 유다서 24 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What does Jude 24 reveal to us about this?

2.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원을 가리킵니다. 구원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시작
되었고, 날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며, 당신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완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하실 일은 다 하셨습니다. 주님 께서
다 해 놓으신 모든 것을 받으려면 단 한 가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 로전서
1:5 절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할 일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Salvation is past, present and future. Salvation began when you believed in Christ, it is at work
daily in your life, and its full completion will occur when you are with Christ in heaven. God has done
His part in providing salvation. To receive all He has done there is only one requirement for us. What
does I Peter 1:5 declare is our part in our sal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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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믿음을 정의하십시오.
Define faith.

(1.) 유다서 20, 21 절로부터 믿음 안에서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줄 교훈들을 나열하십시오.
List the instructions from Jude 20, 21 that will keep us strong in faith.

(a.)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오늘 당신에게 가장 강력하게 말해줍니까? 왜 그런지 말
하십시오. Which one of these speaks to you most powerfully today? Tell why.

b. 베드로전서 1:5a 절은 이 구원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적으십시오.
Write what I Peter 1:5c declares about this salvation.

3 베드로전서 1:5 절의 소망 없이 당신의 삶이 어떠하였을 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아는
사람들 중에 이 소망을 갖고있지 않은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Think about what your life
would be like without the hope of I Peter 1:5. Pray for someone you know who does not have this hope.

제 6 일 : 베드로전서 1:1-5 절을 읽으십시오
SIXTH DAY:
1.

2.

Read I Peter 1:1‐5

베드로전서 1:1, 2 절의 공부에서 흥미로운 발견 또는 사실 하나를 기억하고 기록하십시오.
Recall and record one interesting discovery or fact from your study of I Peter 1:1,2.

베드로전서 1:3, 4 절을 마음에 두고 다음의 것에 대해 간단한 생각을 적으십시오.
With I Peter 1:3,4 in mind write a brief thought about each of the following:
a.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
God’s abundant mercy

b. 거듭남
born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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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산 소망
living hope

d. 우리의 기업
our inheritance

3. 이번 주 베드로전서 1:5 절의 공부가 어떤 면으로 당신의 구원에 대해 당신의 이해 또는 감사를
증가시켰습니까? In what way has your study of I Peter 1:5 this week increased your understanding or
appreciation for your salvation?

4.

이번 주 공부를 통하여 당신에게 무엇이 가장 격려 또는 축복이 되었습니까?
What encouraged or blessed you the most through this week’s lesson?

그리스도에 관한 이 좋은 소식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계심이라.
이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앞에서 의롭게 하시는 방법을 말해주며.
이것은 시작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성취됨이라.
For I am not ashamed of this Good News about Christ.
It is the power of God at work, saving everyone who believes. . .
This Good News tells us how God makes us right in His sight.
This is accomplished from start to finish by faith.
Romans 1:16,17a N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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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12
I PETER 1:6‐
1:6‐12

Lesson 4
1
: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2.

3.

1:1-5
.
.
Review I Peter 1:1‐5. Write your own sentence of thanksgiving and praise for your salvation.

.

,
.
1;6-12
.
?
Faith and salvation are the central themes of this week's lesson. You will receive practical information
about the trial of your faith. You will be enriched by the testimony of the prophets concerning
salvation. Read I Peter 1:6‐12. What captures your attention the most through these verses?

.
.
.
Begin this lesson with prayer asking the Lord to speak to you through His
Word. Include in your prayer your deepest desire and need in relationship to your study. Write your
prayer here.

,

,

For in Thee, O LORD, do I hope:
Thou wilt hear, O Lord, my God.
Psalm 38: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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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6-9
SECOND DAY: Read I Peter 1:6‐9
1.

1:6-9

.

.

3

.

.
6
.
,
.
I Peter 1:6‐9 is filled with important, practical information. This is one long dynamic sentence in the
KJV. In light of this we have chosen to study these verses over three days. Today's focus will be on
verse 6. Write this verse here phrase by phrase.

2. 6a
.
Look once more at the way Peter began this sentence by completing the following phrase from verse 6a:
Wherein

a.

3.

1:3-5
.
35:9
.
? The word Wherein
refers to I Peter 1:3‐5, the hope of salvation. Think about David's example in Psalms 35:9. How
can we do this on a daily basis?

.
? 6a
I Peter 1:6 has been called from ecstasy to
agony. Although believers greatly rejoice in their salvation, what might they be experiencing for a
season? verse 6b
1:6

a.

b.

.
(
)
? For a season denotes
brevity of time in comparison with eternity. How should this encourage you in a season of heaviness
(made sorrowful or put to grief)?

In what way would the following verses comfort a believer in heaviness:
(1.)

56:8
Psalm 56:8

(2.)

61:2,3
Psalm 61:2,3

베드로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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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dd others, if you desire.

4.

1:6

.

.
,
. In I Peter 1:6 temptations refers to trials or testings. It has been said: There isn't one trial
that comes into your life that God won't use, if you turn it over to Him. Comment on this.

!
.
So be truly glad!
There is wonderful joy ahead,
even though it is necessary for you to
endure many trials for a while.
베드로전서 1:6NLT

3
:
1:6-9
THIRD DAY: Read I Peter 1:6‐9
1.

I Peter 1:6 NLT

.

.

1:7
.
,
. 7a
.
You will recall that Peter was writing to scattered believers suffering under heavy persecution for their
faith. I Peter 1:7 would have given them valuable and practical understanding concerning their
trials. Even if our trials are unlike theirs, these principles are applicable for us today. Record from
verse 7a what is being tried.

a. 7

.
? The word trial in verse 7 has been translated proof or put to the
test. What do you learn about the trial of your faith from this verse?

(1.)

베드로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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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 word precious appears here for this first time in this letter. Peter used this
word several more times. How does the phrase much more precious than of gold speak to you
concerning your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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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Bible expositors say that the eastern refiner of gold kept the metal in the furnace until all the
impurities were removed and he could see his face reflected in it. It could then be shaped into a thing of beauty
and value. What parallels can you draw from this for your life?

3.

?

a.

4.

.
1:2
Our joy should not cease when trials begin. How does James 1:2 confirm this statement?

,

.
1:3,4
4:17
? Pastor Chuck says: God is not trying
to destroy your faith through trials but rather to build up, to develop and strengthen your faith. What more
do you learn about trials from James 1:3,4 and II Corinthians 4:17?

1:7c
.
.
Observe the glorious outcome of
the testing of your faith by completing the following declaration from I Peter 1:7c: Selah – pause and
think about this.
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

__________ at the ____________ of

5.

___________

___________

… might be found unto __________ and ___________ and

__________ ___________.

1:6,7
How should I Peter 1:6,7 affect our response to trials?

When He hath tried me, I shall come forth as gold.
Job 23:10b

베드로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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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8,9
FOURTH DAY: Read I Peter 1:8,9
1.

1:8

6
. (8
.)
. I Peter 1:8 continues
the sentence that began in verse 6. Whom in verse 8 refers to Jesus. Concentrate on this inspiring verse
by writing it here phrase by phrase.

a.

.

.
,8
?
It has been said: Our faith is like a sixth sense because through it we are able to see the invisible and believe
the impossible. Although we haven't seen Jesus with our physical eyes, what does verse 8 say our
faith causes us to do?
(1.)

b.

2.

.

20:29
What does John 20:29 add to this?

?

.
.
. Our faith in Jesus has brought us into a loving relationship with Him. A season of
heaviness has a way of deepening our love for the Lord. Share a way this has been true in your life.

,
,
?
1:8c
.
.
When we put our spiritual eyes on Jesus,
focusing on Him, what does faith produce? Print your answer from I Peter 1:8c. Selah.

a.

?
How does this minister to you?

3. 베드로전서 1:9 절에서 베드로는 그의 강력한 문장을 미래를 가리키면서 끝냈습니다. 이것이 믿 는
자들에게 무슨 소망을 줍니까? In I Peter 1:9 Peter finished his powerful sentence by pointing to the
future. What hope should this give to believers?

베드로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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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2a

a.

. Using I Corinthians 13:12a contrast how we see now with how we

will see then.

!
I can only imagine what it will be like
when Your face is before me!
‐selected
5
:
1:10-12
FIFTH DAY: Read I Peter 1:10‐1
1.

.

1:10-12

.
,
.
.
In I Peter 1:10‐12 Peter turned his attention to the Old Testament prophets and their deep interest in the
subject of salvation. They faithfully foretold future events, and diligently looked for the promised
Messiah and the hope of salvation. Read the following verses and record one or two phrases that
reveal this:
a. 10

; verse 10

b. 11

; verse 11

c. 12

; verse 12

d. 10-12
?
What impresses you the most from verses 10‐12?

2.

1:10-12
.
? Through I Peter 1:10‐12 Peter
reminded his readers of their great heritage of salvation. What effect could this have had on them?

3.

(
1:11b
).
53:3-6
? The prophets testified beforehand of the sufferings of Christ (I
Peter 1:11b). How is Isaiah 53:3‐6 an example of this?

베드로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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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

.

.
.
16:27
2:13
?
Since Christ has come and brought salvation, believers have a tremendous advantage today. We
have a better understanding of grace, Christ's sufferings and a fuller revelation of the glory that should
follow. The word glory is a key word in this letter. What glory are we looking for according to
Matthew 16:27 and Titus 2:13?

4.

1:12d

).

(

,

.

,

.
.
? Even the angels desire to look into these spiritual things (I Peter 1:12d). The word desire is a
strong word referring to a passionate desire; look into means to look carefully, to inspect curiously. These
angels and the Old Testament prophets were diligent seekers. They should be an example for us
today. What resources do we have available to help us with this?

...

...

These were more noble . . .
in that they received the word with all readiness of mind,
and searched the scriptures daily. . .
Acts 17:11
6
:
1:6-12
SIXTH DAY: Review I Peter 1:6‐12
1.

2.

Write a brief title for the following verses:
a.

1:6-9
I Peter 1:6‐9

b.

1:10-12
I Peter 1:10‐12

.
.

.
Respond to what you learned through your lesson this week by writing a comment or thought about:
a.
rejoicing

베드로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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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e.

4.

the trial of your faith

salvation
glory

prophets or angels

1:6-12
How has I Peter 1:6‐12 ministered hope to you?

?

3.
In what area do you feel you have benefited the most through this week's study?

,

,

Purify my heart,
let me be as gold, pure gold.
Refiner’s fire, my heart’s
one desire, is to be holy.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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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13-16

I PETER 1:13‐
1:13‐16

Lesson 5

1
: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1:6-12
.
. Review I Peter 1:6‐12. Share a way you were encouraged through last week's lesson or lecture.

2.

1:13-16

.

?
1:1-12

.

.
1:13-16
.
5
. How should our faith in Christ affect the
way we live? This week we will consider this through our study of I Peter 1:13‐16. In the first twelve verses of I
Peter we were reminded that our salvation is a priceless treasure. With this truth as a foundation Peter directs our
attention toward Christian living through a series of exhortations. Read I Peter 1:13‐16. Write the five
exhortations recorded in the following verses:
a. 13a

; verse 13a

b. 13b

; verse 13b

c. 13d

; verse 13c

d. 14

; verse 14

e. 15b

; verse 15b

3.

.

.

. Our purpose in the study of I Peter is not only
to gain knowledge of the Word but also to apply it to our lives. The lesson this week offers great opportunity for
application. With this in mind begin your lesson by writing a prayer asking the Lord to enable you to apply what
you learn.

-

,

,

.

.

.

Your commands have been a source of joy and singing
through all the years of my earthly pilgrimage.
I obey them . . . and keep my thoughts, O Lord, on You.
What a blessing this has been to me – to constantly obey.
119:54-56
Psalm 119: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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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13-16

.

SECOND DAY: Read I Peter 1:13‐16

1.

1:13-16

,

?

.

13

. 13a

Although I Peter 1:13‐16 is one sentence in the KJV, these verses are so essential to our Christian walk we have chosen to cover
verse each day in our lesson this week. Today's focus is on verse 13. To what does the word Wherefore in verse 13a refer?

a. 13

.

?

Consider the first exhortation in verse 13. Why do you think the mind is so important?

2.

.
.

one

,

.

,

? Gird up the loins of your mind is a metaphor which would be easily understood by Middle Eastern men who wore long
robes. To prepare for action such as work, running, wrestling or war, they shortened their robe by pulling it up within their belt or girdle. This
removed any hindrance to their progress. With this custom in mind, what do you think this phrase instructs us to do?

a.

. (

.

.)

Another paraphrase of this metaphor is: prepare your mind for action. Briefly explain how the following would help you do this: (Use
scripture if possible.)

(1.)

; preparation

(2.)

; elimination

(3.)

; focus

(4.)

b.

c.

; single‐mindedness

To what extent do you think your mind controls your attitudes and conduct?

Identify a few of the influences in today’s world that battle for control of our minds.

(1.)

베드로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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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does II Corinthians 10:5 instruct us to combat these?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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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1:13

.

,

,

.

.

. Be sober is the second exhortation given to us in I Peter 1:13. This refers primarily to abstinence from wine. It
is descriptive of being alert, balanced, responsible, not reckless and carried away with excesses. With this explanation in mind write your
definition of be sober.

(
)
(
,
)
.
? The third exhortation in I Peter 1:13 has been translated, set your hope fully (completely, without reserve) on the grace

4.

1:13

(salvation) that is coming to you at the revelation of Jesus Christ. How should this hope help us to face difficult circumstances with strength and
courage?

,
.

The Christian can live with;
gratitude for all the mercies of the past,
resolution to meet the challenge of the present,
the certain hope that in Christ the best is yet to be.
‐selected

3

:

1:13-16

THIRD DAY: Read I Peter 1:13‐16

1.

1:14
phrase.

2.

.

.
,
. In I Peter 1:14 Peter began another significant exhortation with an example for our life. Write this verse here phrase by

.

.

. Christians are to be as obedient children. Contrast obedient children
with disobedient children by completing the chart below. Record a few phrases from the following verses about:
Obedient Children

1.

2.

3.

Disobedient Children

2:2,3

Ephesians 2:2,3

5:1-8

Ephesians 5:1‐8

5:5

I Thessalonians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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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14b.

b.

?

.

1:14b

Before we were born again why did we fashion ourselves according to the former lusts? Print your answer from I Peter

.

12:2TLB

?

Don't copy the behavior and customs of this world, but be a new and different person with a fresh newness in all you do and think. Romans
12:2 TLB

3.

.

12:2

What changes have taken place in your life since you became a believer?

1:14

(

)

12:2
.

?
The Greek word translated fashioning in I Peter 1:14 is the same word translated
It means to act in accordance with prevailing standards or customs. Instead of being conformed to this world,
what does Romans 12:2 say we are to be?
conformed in Romans 12:2.

a.

This transformation occurs by the renewing of your mind.

.

.

Share practical ways of doing this.

.
Obey God because you are His children.
Don’t slip back into your old ways of doing evil;
you didn't know any better then.

.

I Peter 1:14 NLT

4

:

1:13-16

FOURTH DAY:

Read I Peter 1:13‐16

1.

1:15

.
1:13,14

. 15

?

I Peter 1:15 is a continuation of I Peter 1:13,14. What does verse 15 exhort us to do?

a.

.

.

14

.
?

Stop and think about this sobering exhortation: so be ye holy. The word holy means set apart from sin for God's purposes. From verse
14 we learned we are to stop conforming to the world's standards and customs. What instruction do you receive from the following verses
that will help you with this:

(1.)

베드로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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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3:1,2, 5a

Colossians 3:1,2, 5a

1:15
.
? Concentrate
on the last phrase of I Peter 1:15. The word conversation here means behavior. To what extent does this verse reveal we are to be holy?

a.

b.

3.

6

.

? The word conversation (behavior) is used six times in I Peter. What does this suggest to you about its importance?

?

Why is it important for a Christian to be holy in all manner of conversation (behavior)?

”

.

.

“

?

. Some Christians have a distorted view of holiness. They think it consists of a long list of “don'ts” that will
make life dull and miserable. How would you refute this? Use scripture and personal experience for your answer.

,

;

.

.

Holiness, holiness is what I long for;
Holiness is what I need.
Holiness is what You want from me.
selected

5

:

1:13-16

.

FIFTH DAY: Read I Peter 1:13‐16

1.

?

1:16

.

Peter continued to emphasize holiness in I Peter 1:16. What reason is given in this verse for our being holy?

2.
.

.
20:7, 26

.

1:16

.

11:44
? Remember, when Peter wrote this letter believers did not have

the New Testament. The Old Testament was all they had of God's Word. Holiness is a prevalent theme in the O.T. I Peter 1:16 is a quote
from Leviticus 11:44. What does Leviticus 20:7,26 add to this?

:

Advanced Students: How would you explain God’s holi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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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

Believers are holy through Christ's righteousness. This is called positional holiness. The practical aspect of holiness concerns our character
and conduct. Write what the following verses say to you about this:

a.

b.

c.

4.

7:1

II Corinthians 7:1

4:7

I Thessalonians 4:7

3:11

II Peter 3:11

4

.

?

1:1-

It has been said: God never commands us to do anything that He will not empower us to
do. What hope and encouragement does II Peter 1:1‐4 give you?

,

,
,

!

,

.
.

!
,

Oh, to be like Thee! Oh, to be like Thee!
Blessed Redeemer, pure as Thou art.
Come in Thy sweetness, come in Thy fullness,
Stamp Thine Own image deep on my heart.
selected

6

:

1:13-16

SIXTH DAY: Review I Peter 1:13‐16

1.

2.

.

,

With this week's study in mind, which instruction for Christian living helped you the most?

?

.

Record something you learned through your lesson about the following exhortations:

a.

b.

c.

d.

gird up the loins of your mind

be sober

hope to the end

,

as obedient children, not fashioning yourselves according to the former lusts

베드로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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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3.

.

In response to your study this week share a way you have been:

a.

b.

4.

be ye holy

challenged

encouraged

1:13-16

?

What practical steps are you taking to apply I Peter 1:13‐16 to your life?

,

,
,

,

.
,

Take my heart and form it.
Take my mind, transform it.
Take my will, conform it
to Yours, to Yours, O Lord.

.
.

!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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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1:17-25
I PETER 1:17-25
Lesson 6
제 1 일 : 복습 및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베드로전서 1:13-16절을 복습하십시오. 이 구절들을 공부한 것이 이번 주 당신의 선택이나 대화 또는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습니까?
Review I Peter 1:13-16. In what way has your study of these verses influenced your
choices or conversation or conduct this week?

2.

우리가 이번 주에 공부할 베드로전서 1:17-25절에는 복음의 진수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위
해 지불된 그 엄청나고 특별한 대가에 대해서 다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의 서로간의 관계에 집중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17-25절의 실질적인 가르침들은 우리 신자들
각각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이 구절들을 읽고 오늘 특별히 당신의 관심을 끄는 구절을 적어보십시오. The
heart of the gospel is presented this week in our study of I Peter 1:17-25. We will be reminded of the
extraordinary price that was paid for our salvation. Our attention will be drawn to our relationship with God
and our responsibility to one another. The practical instruction in I Peter 1:17-25 is essential for every believer.
Read these verses and write the phrase or verse that especially captures your attention today.

a.

3.

왜 그런지 나누어 보십시오.
Share why.

이 페이지의 밑에 인쇄된 구절로 성경공부의 중요성을 되새기십시오. 이것에 대한 인식과 반응으로서 주님께
그분의 말씀을 통해 당신께 말씀해 주시고 또 당신이 배운 것에 순종하려는 열망과 힘을 주 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씀으로써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Let the verse printed at the bottom of the page be a reminder of the
importance of Bible study. In recognition and response to this, begin your study by writing a prayer asking the
Lord to speak to you through His Word and give you the desire and power to obey what you learn.

.
But the Word of the Lord endureth for ever.
And this is the Word which
by the gospel is preached unto you.
베드로전서 1:25절
I Peter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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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일 : 베드로전서 1:17-19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I Peter 1:17-19

1.

오늘 우리가 집중할 구절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주 강력하고 필수적인 것이므로, 될 수 있으면 많은
시간을 쏟아 공부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당신은 각 절의 모든 구절 마다 풍부한 의미가 함축되어 있음을 발견
하게 될 것입니다. 17절을 한 구절 한 구절 적으며 시작하십시오.
The verses we are focusing on today are so powerful and necessary to our Christian walk, you will want to spend as much time
as possible studying them. You will discover every phrase of each verse is rich with meaning. Begin by writing verse 17
here phrase by phrase.

a.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과 어떠한 친밀한 관계를 가질 특권을 지녔습니까? 그 대답을 위해 14a절을 17b절
과 연결해 보십시오.
What intimate relationship with God are believers privileged to have? Link verse 14a with
verse 17a for your answer.

b.

17절에서 우리의

에 대해 무엇을 배우십니까?

What do you learn about our Father from verse 17?

도전질문: 로마서 14:10절, 고린도전서 3:12-15절, 그리고 고린도후서 5:10절을 사용하여 베드로전서 1:17절
에
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Using Romans 14:10, I Corinthians 3:12-15 and II
나타난
Corinthians 5:10, give a brief explanation of the I Peter 1:17 judgment.

2.

베드로전서 1:17c절을 다시 읽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책임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 구 절에서
은
을 뜻합니다. 확대번역판으로 17c절을 살펴보십시오:
. 이것을 마음에 새기고 다음 구절에서
에대하여
당신이 배운것을 적어보십시오.
Read I Peter 1:17c again and consider our accountability before a holy God. The
word fear in this verse is reverential awe. Note the Amplified version of verse 17c: you should conduct yourselves with true reverence
throughout the time of your temporary residence on the earth. With this in mind write what you learn about the fear of the Lord
from the following verses:

3.

a.

잠언 8:13a절; Proverbs 8:13a

b.

잠언 9:10a절; Proverbs 9:10a

c.

잠언 14:26,27 절; Proverbs 14:26,27

d.

어떻게 당신의 매일 생활에 영향을 주어야 합니까?
How should the fear of the Lord affect our daily walk?

베드로전서 1:18,19절은 믿는 자들에게 거룩하게 살아야 할 강력한 동기를 부여합니다. 18절은
로 시작됩니다. 18, 19절에 따르면 무엇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까? 셀라 – 잠시 멈추고 이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I Peter 1:18,19 gives the believer a powerful incentive for holy living. Verse 18 begins: Forasmuch as ye know.
According to verses 18,19 what should you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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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단어를 정의하십시오.

a.

Define the word redeemed.

(1.)

(18b절 NIV)는 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
니까? What does it mean to you that you were redeemed from the empty way of life handed down to you from your
forefathers (verse 18b NIV)?

b. 당신을 위한 그리스도의 엄청난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시
려고 최고의 값을 기꺼이 지불하시고 당신을 사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당신에게 어떠한 깨달음을 줍니까?
Think about Christ’s extravagant love for you.
does this minister to you today?

He willingly paid the ultimate price to purchase you for Himself.

,

,

How

?

Amazing love, how can it be
that Thou my God shouldst die for me?
-selected

제 3일
일: 베드로전서 1:20,21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I Peter 1:20,21
1. 척 목사님께서는
라고 하셨습니다. 이
것을 생각하며 베드로전서 1:20절을 여기에 적으십시오. Pastor Chuck says: The plan of redemption
existed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was laid. With this in mind write I Peter 1:20 here.

a.

라는 구절에 관하여 갈라디아서 4:4,5절
에서 어떠한 추가적인 이해를 얻을 수 있습니까? What additional understanding do you receive
from Galatians 4:4,5 concerning the phrase but was manifest in these last times?

2. 베드로전서 1:21절은 우리의 믿음에 기초가 되는 필수적 진리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다음
구절을 완성하며 이에 관하여 관찰해보십시오.
I Peter 1:21 reveals essential truths that are
foundational to our faith. Observe this by completing the following phrases from verse 21:
너희는 저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나님을
니; 너희 ______과 _______이
Who
and

베드로전서

do
Him

__________께 있게 하셨느니라.
in God, that

;

_____________로 말미암아 믿는 자

that your

,

Him
and

might be 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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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당신이 언제
되었는지 간단히 나누어 보십시오.
Briefly share when you came to trust in God.

3. 우리는 살아계시며 고귀한
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과
에 필수적인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5:12-19절을 보십시오.
We have a living and exalted Saviour. Why is Jesus’ resurrection essential to our faith and hope? See I
Corinthians 15:12-19.

,

.

,

.

,
,

.
,

.
.

By Your grace and endless mercy, we have all been born anew.
By Your death and resurrection, You did what I could never do.
I’m amazed; I am amazed at what Your Word tells me You did.
I’m amazed, I am amazed. You gave it all so I might live.
I’m amazed with You.
-selected

제 4일
일: 베드로전서 1:22,23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I Peter 1:22,23
1. 오늘 우리는 모든 거듭난 믿는자들에게 쓰여진 가장 중요한 명령 중 하나를 공부할 것입니다. 베드
로전서 1:22절을 읽고 이 절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에게 하신 명령을 적으십시오.
Today we will study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mands written to all born again believers. Read I
Peter 1:22 and print the command given to us in the last phrase of this verse.

a.

22절에서

이라는 단어에는 2개의 각기 다른 헬라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로

을 뜻합니다. 두번째

으로 쓰여진 단어는

로써
입니다. 고린도전서 13:4-8a절에 좋은 예로 되어있는 이 사랑을
관찰해 보십시오. 무엇을 보십니까? Two different Greek words are used for love in verse 22.
Unfeigned (sincere) love of the brethren is philadelphia meaning brotherly love. The second word for love
is the word agapao, which is Christ-like love. Observe this love exemplified in I Corinthians 13:4-8a.
What do you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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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는 것은

b.

, 즉

이라기보다는

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으로 해야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일서 3:18절은 어떻게 이것을 뒷받침합니
까? Fervently means intently, referring to fervent action rather than fervent feeling. Keep in mind
we are to do this with a pure heart. How does I John 3:18 support this?

c.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결핍되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If we lack this kind of love what should we do about it?

선택질문: 고린도전서 13:1-3절을 읽으십시오. 이 구절들이 우리의 믿음과 행위에 대하여 무엇을
나타냅니까?
Optional: Read I Corinthians 13:1-3. What do these verses reveal about our faith and works?

2. 요한복음 15:12,13절을 읽으십시오. 누가 우리의 사랑의 본보기입니까?
Read John 15:12,13. Who is our example of love?

a. 우리가 가져야 하는 사랑의 정도에 대하여 이것은 뭐라고 말해줍니까?
How does this speak to you about the degree of love we are to have?

3. 베드로전서 1:23절에서 베드로는

신도들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절이

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기록하십시오. In I Peter 1:23 Peter addressed born again
believers. Record what this verse teaches us about being born again.

a. 23절에 있는 대조에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에 대해 무엇을
Notice the contrast in verse 23. What does this reveal to you about the Word of God?

(1.)

베드로전서

나타냅니까?

이것이 말씀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 어떠한 면으로 영향을 주어야겠습니까?
In what way should this influence your attitude toward the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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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일
일: 베드로전서 1:24,25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I Peter 1:24,25
1. 오늘 우리는
과
간의 확연한 대조를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24,25절이 다음에 대하여 선언하는 것을 기록함으로써 이를 관찰해 보십시오. Today we will see a
revealing contrast between the glory of man and the Word of the Lord. Observe this by recording what I
Peter 1:24,25 declares about:
a.

; the glory of man

b.

; the Word of the Lord

c. 이 가운데에 오늘 우리를 위한 어떤 교훈이 있습니까?
What lesson is there in this for us today?

도전질문: 베드로전서 1:24,25절을 이사야서 40:6-8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그 유사성에 주목하십
오.
Compare I Peter 1:24,25 with Isaiah 40:6-8. Note the similarities.

시

2. 성경은
에 관하여 많은 구절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성경구절 중 몇 개를 선택하여
말씀에 관하여 말해주는 것을 적어보십시오:
There are many verses in the Bible about the Word of God. Choose a few of the following scriptures and
write they say about the Word:
a. 시편 119:89; Psalm 119:89

b. 시편 119:103; Psalm 119:103

c. 시편 119:130; Psalm 119:130

d. 예레미야 15:16; Jeremiah 15:16

e. 마태복음 4:4; Matthew 4:4

f.

히브리서 4:12; Hebrews 4:12

베드로전서

6-6

g. 원한다면 다른 구절을 더 추가해 보십시오.
Add another, if you desire

에는 시간을 덜 쓰고
에 시간을 더 쓸 수 있는
3. 오늘의 공부를 염두에 두고
실질적인 방법을 나누어 보십시오. With today's study in mind, share one or two practical ways we
could spend less time on the glory of man and more time in the Word of the Lord.

.
And this Word is the good news which was preached to you.
베드로전서 1:25b AMP

I Peter 1:25b Amp.

제 6일
일: 베드로전서 1:17-25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I Peter 1:17-25
1.

다음 구절에서 빈 칸들을 채워 넣으며 우리에게 주어진 두가지의 필수적인 명령을 되새겨 보십시
오.
Recall the two essential commands given to us this week by filling in the missing words from the
following verses:
a.

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
pass the time of your sojourning here

b.

_______
see that ye ________

____

__________;

I Peter 1:17c

______________

_____

____________

with a pure heart fervently: I Peter 1:22c

c. 이 모든 것을 각각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한가지씩 나누어 보십시오.
Share a way you are putting each of these into practice.

2. 베드로전서 1:17-25절의 공부를 통하여 다음에 관하여 배운 것을 적어보십시오.
Through your study of I Peter 1:17-25 write something you learned about:
a. 아버지
the Father

b. 그리스도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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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성령님
the Spirit

d. 하나님의 말씀
the Word of God

e. 복음
the gospel
3. 감사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구속의 대가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18,19절
이에 대한 반응으 로
주님께 당신의 감사를 표현하는 문장을 적어보십시오.
Gratefully consider the cost of your
redemption. verse 18,19 In response to this write a sentence expressing your thanksgiving to the Lord.

4.

이번 주 공부 중에서 어떤 진리가 당신을 가장 풍성하게 채워주었거나 또는 영감을 주었습니까?
Which of the truths in this week's lesson enriched or inspired you the most?

,

,
,

,

,

,
.

There is a Redeemer, Jesus, God's Own Son.
Precious Lamb of God, Messiah, Holy One.
Thank You, Oh my Father, for giving us Your Son.
And leaving Your Spirit 'til the work on earth is done.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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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2::1--8절
절
I PETER 2:1-8
Lesson 7
제 1 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베드로전서 1:17-25절을 복습하면서 놀라운 당신의 구원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문 구에서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하여 당신의 감사를 증가시키는 구절이나 절을 택하십 시오.
Consider the wonder of your salvation as you review I Peter 1:17-25. Choose a phrase or verse from
this passage that increases your appreciation for what the Lord has done.

2. 이번 주에 공부할 베드로전서 2:1-8절에 있는 각 문단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유익과 격려를 줄
것입니다. 다음 구절들을 읽고 제목을 쓰십시오.
Each paragraph of this week’s study in I Peter 2:1-8 will benefit and encourage us in our Christian walk.
Read the following verses and write a title for:
a. 베드로전서 2:1-3절
I Peter 2:1-3

b. 베드로전서 2:4-8절
I Peter 2:4-8

3.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중요성을 인정했습니다. 말씀에 대한 더 큰 이해력을 주시기 를
주님께 구하는 기도를 적음으로 당신의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아래에 적힌 구절에 대한 반응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당신에게 더해주시기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Peter recognized the importance and power of the Word of God. Begin your lesson by writing a
prayer asking the Lord to give you a greater understanding of the scriptures. In response to the verse
printed below also ask Him to increase your desire for the Word.

...
…desire the pure milk of the Word,
that you may grow thereby.

.

I Peter 2:2b NKJ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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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일: 베드로전서 2:1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I Peter 2:1

1. 베드로전서 2:1절에 있는 단어

는 베드로전서 1:13-25절에 언급된 변화된 삶을 가리킵 니다.
이 변화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베드로전서 1:23절에서 답하십시오. The word
Wherefore in I Peter 2:1 refers to the changed life spoken of in I Peter 1:13-25. What is this change and
how is it accomplished? Answer from I Peter 1:23

2.

베드로전서 2:1절에서 믿는 자들이 행해야 할 것에대해 생각하십시오.
라는 말은
는 의미입니다.
자들은 옛 습성에 대한 절대적인 폐기가 있어야합니다.
1절에서 우리가 버려야할 구체적인 것들을 목록하고 정의하십시오.
Think about what
believers are commanded to do in I Peter 2:1. The phrase laying aside means putting off. There
should be an absolute rejection of the old behavior for those who are born again. List and define the
specific things from verse 1 that we are to lay aside:
a.
b.
c.
d.
e.
f. 이 절에 있는 작은 단어

을 주목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Notice the little word all in this verse.

도전질문:

What does it say to you?

에베소서 4:22-25,31(32)절과 골로새서 3:8-10,12-14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것과
할 것들을 기록하십시오.
Challenge: From Ephesians 4:22-25,31(32) and Colossians 3:8-10,12-14 record other things
are to put off and put on.

할
Christians

3. 이러한 태도들과 행동들에 대한 중요성을 당신에게 보여주시기를 주께 구하면서 베드로전서 2:1절에
있는 목록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보십시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고 우리의 능력을
약하게 하며 우리의 영향력을 감소시킵니다. 에베소서 4:32절이 어떻게 이것에 대한 방어수단이
됩니까?
Prayerfully look over the list in I Peter 2:1 asking the Lord to show you the seriousness of
these attitudes and actions. These things rob us of our joy, dilute our power and diminish our
influence. How is Ephesians 4:32 an antidote for this?

베드로전서

7-2

.

But put y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make not provision for the flesh,
to fulfil the lusts thereof.
Romans 13:14

제 3 일 : 베드로전서 2:2, 3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I Peter 2:2,3
1. 베드로전서 2:2절은 이 서신에서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
구절, 구절 적으십시오. I Peter 2:2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verses in this letter for the believer.
Write it here phrase by phrase.

a.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함을 설명하십시오.
Describe the desire a newborn baby has for milk.

(1.) 갓난아기에게 식욕의 결핍에 대한 결과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에 대한 갈망의 결핍의
결과를 비교하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깨달음을 나누십시오. Compare the consequences of
the lack of appetite in a newborn baby to the lack of desire for the Word in a Christian.
Share
your thoughts or insights.

b. 베드로전서 2:1절의 죄들은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어떤 다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감소시킵니까? The sins of I Peter 2:1 deaden our
appetite for the Word. What other things diminish our desire for the Word of God?

c. 말씀에 대한 우리의 갈망을 자극시킬 수 있는 한, 두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십시오.
Suggest one or two ways we can stimulate our appetite for the Word.

2.

베드로전서 2:2절에 있는
이란 단어는
,
또는
를 의미합니다. 여기에
있는 은 보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왜 우리는 항상
꼭
필요합니까? The word sincere in I Peter 2:2 means guileless, pure or genuine. Milk here refers to the
Word of God in general. With this in mind why will we never outgrow our need for mi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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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드로전서 2:3절을 읽으십시오. 이 절은 1절에서 시작된 문장을 완성합니다. ..
이란
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3절을 이곳에 적으면서 이것에 대해 생각하십시 오.
구절은 ..
Read I Peter 2:3. This verse completes the sentence that began in verse 1. The phrase if so be could
be translated since. Think about this as you print verse 3 here.

a.

는 구절에 집중하십시오.
이란
,
또는
을
뜻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이것을 경험하셨던 면을 나누십시오. Focus on the phrase the Lord is
gracious. Gracious means good, kind, or excellent. Share a way you have experienced this in your
life.

b.

3절이 주님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헌신에 어떻게 영향을 끼칩니까?
How should verse 3 affect our commitment to the Lord and His Word?

O taste and see that the LORD is good.

.

Psalm 34:8a

제 4 일 : 베드로전서 2:4,5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I Peter 2:4,5
1. 베드로전서 2:4-6절에서 베드로는 믿는 자들의 관심을 그들이 가진 특권으로 돌립니다.
4절에
는 구원을 위해 주께 가까이 접근해 거기 머물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즐기는
개념을 표현합니다. 이것이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말해줍니까? In I Peter 2:4-6 Peter turns the
believers' attention to their privileges. The phrase in verse 4, to Whom coming expresses the idea of
drawing close to the Lord for salvation with the intention to stay and enjoy intimate fellowship. How
does this speak to you today?

로 묘사한 것은 은유입니다. (은유란 다른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어떤
a. 그리스도를
사물이나 생각을 사용한 비유적 표현입니다) 4절에서
이신 그리스도에 관하여 계시된
것을 기록하십시오? The description of Christ as a living stone is a metaphor. (A metaphor is a
figure of speech that uses one kind of object or idea to illustrate another.)
From verse 4 record
what is revealed about Christ as a living 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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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

이라는 단어는
,
,
상태를 뜻합니다. 그리스도
께서 탄생하시기 거의 천년 전에 그분에 대하여 예언되었습니다.
잠시 멈추고 시편
118:22절을 이곳에 적으면서 이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The word disallowed refers to being
disapproved, refused, rejected. Almost a thousand years before Christ was born this was
prophesied about Him. Pause and think about this as you write Psalm 118:22 here.

이란 예수님에 관해서 무엇을 가리킵니까?
What does chosen of God, and precious indicate about Jesus?

베드로전서 2:5절에 있는 믿는 자들에 관한 영광스러운 진술을 기록하십시오.
Print the glorious statements about believers in I Peter 2:5.

a.

5절에 있는
돌은 4절에 있는
돌과 같은 헬라 단어입니다.
로서 우리는 신령한
집의 한 부분입니다. 이
을 위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5b절
Lively here is the
same Greek word as living in verse 4. As living stones we are part of
a
great spiritual structure. What is the purpose for this spiritual house? verse 5b

(1.)

(지체)을 어디에 두어야할 것을 누가 정합니까? 고린도전서 12:18절을 보십시
각
Who decides where each living stone (member) should be placed? See I Corinthians 12:18.

3. 이것을 숙고하십시오:
믿는 자들은 신령한 제사를 드릴
으로서의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아래의 절들을 읽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들을 기록하십시오.
Consider this: Believers have the privilege as an holy priesthood of offering up spiritual sacrifices. Read
the following verses and record the spiritual sacrifices that please the Lord:
a.

로마서 12:1절
Romans 12:1

b.

히브리서 13:15절
Hebrews 13:15

c.

히브리서 13:16절
Hebrews 13:16

d.

이
의 한 가지의 실제적인 예를 나누십시오.
Share a practical example of one of these sacri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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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일 : 베드로전서 2:6-8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I Peter 2:6-8
1. 베드로전서 2:6-8절은 베드로가 구약에서 인용했습니다.
아래의 도표를 완성하면서 이것을
확인하십시오. In I Peter 2:6?8 Peter quoted from the Old Testament. Confirm this by completing the
following chart:
구약성경 구절들; Old Testament Verses

베드로전서 2:6-8절;I Peter 2:6-8

이사야서 28:16절;Isaiah 28:16

베드로전서 2:6절; I Peter 2:6

이사야서 8:14a절;Isaiah 8:14a

베드로전서 2:7b절; I Peter 2:7b

이사야서 8:15절; Isaiah 8:15

베드로전서 2:8절;I Peter 2:8

a. 당신은 베드로가 왜 이러한 구약 성경 구절을 사용했다고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think Peter used these Old Testament scriptures?
(6절)과
(7절)의 뜻을 연구하여 기록하십시오.
진보반 문제 :
Research and record the meaning of chief corner stone (verse 6) and head of the corner (verse 7).

2. 베드로전서 2:7,8절에 있는
이란 단어는
을 의미합니다. 이 절들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가 믿지 않는 자에게 무엇입니까?
The word disobedient in I Peter
2:7,8 means disbelieving. Look at these verses once again. What is Christ to the disbelieving?

a. 오늘날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왜
이 된다고 봅니까?
Why do people today find Christ to be a stone of stumbling and a rock of offense?

3. 그리스도가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7
What is Christ to those who believe? I Peter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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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베드로전서 2:6c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약속은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What does the promise given to believers in I Peter 2:6c mean to you?

제 6 일 : 베드로전서 2:1-8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I Peter 2:1-8
1.

이번 주 공부에서 당신을 영적으로 자라게 도와 주도록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What can you apply from this week's lesson that will help you grow spiritually?

2.

왜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전서 2:1절의 죄들을 버리라고 명하여졌습니까?
Why are Christians commanded to lay aside the sins of I Peter 2:1?

3.

와 같은 면을 하나 기록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2절
믿는 자들이
Record one way believers are like newborn babes. I Peter 2:2

a. 만일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씀에 대한 영적 갈망을 증가시킬 수 있겠느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If someone were to ask you how they could increase their
spiritual appetite for the Word, how would you answer?

4.

베드로전서 2:4-8절의 공부를 통하여 다음에 관하여 당신이 배운
Write one thing you learned through your study of I Peter 2:4-8 about:
a.

한

가지를

적으십시오.

그리스도
Christ

b. 믿는 자들
believers
c. 믿지 않는 것
the disbelieving

베드로전서

7-7

이신 것이 오늘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5. 그리스도께서
What does it mean to you today that Christ is the Living Stone?

.
.
.
Because He is the Cornerstone of the temple of my life
I stand within His presence to extol His sacrifice.
He was refused, rejected, disallowed and scorned by men,
but chosen by God, elected to take away my sin.
Because You are so precious I want my life to be
consecrated and devoted, Chief Cornerstone, to Thee.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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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2:92:9-17 절
I PETER 2:9‐
2:9‐17
Lesson 8
제 1 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지난 주 베드로전서 2:1-8 절의 공부가 어떻게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How has last week's study of I Peter 2:1‐8 influenced your life?

2.

이번 주 베드로전서 2:9-17 절의 공부를 통하여 당신은 믿는 자들을 위한 특별한 특권과 적절한
교훈들을 발견할 것입니다. 아래의 절들에서 오늘 당신에게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나 구절을
택하십시오.
Through your study this week of I Peter 2:9‐17 you will discover exceptional
privileges and pertinent instructions for believers. Choose a word or phrase from the
following verses that stands out to you today:
a. 베드로전서 2:9,10 절
I Peter 2:9,10
b. 베드로전서 2:11,12 절
I Peter 2:11,12
c.

베드로전서 2:13-16 절
I Peter 2:13‐16

d. 베드로전서 2:17 절
I Peter 2:17
3.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대단한 특권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의 공부를 통하여
당신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주께 구하는 기도를 쓰므로 당신의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기도에 공부와 관련하여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심을 감사하십시오.
Christians have the awesome privilege of access to
God. Begin your lesson by writing a prayer asking the Lord to minister to you through your
study. Include in your prayer any needs you may have in relationship to your lesson. Thank
Him for hearing and answering your prayer.

...

.
All Your Words are true. . .I rejoice in Your Word
like one who finds a great treasure.
시편 119:160a

Psalm 119:160a,162 N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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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일 : 베드로전서 2:9,10 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DAY: Read I Peter 2:9,10
1.

,
또
(베드로전서 2:4,5 절)이라는 단어들을
베드로전서 2:9 절에서 베드로가 다시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2:7b,8 절의
와 대조하여 베드로전서
2:9,10 절을 읽으면서
에 대한 놀라운 묘사를 관찰하십시오. 다음의 9a 절에서 믿는
자들에 대하여 쓰여진 구절을 완성하십시오.
You will notice in I Peter 2:9 Peter again used
the words chosen, priesthood, and holy (I Peter 2:4,5).
In contrast to the disobedient of I Peter
2:7b,8 observe the incredible description of believers by reading I Peter 2:9,10. Complete
the following phrases from verse 9a written about believers:
오직 너희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ut ye are a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 a 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
an _________ _____________, a 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
셀라-잠시 멈추고 이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Selah – pause and think about this.
a.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신명기 7:6 절). 그러나
신약에서는 모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을 받았습니다. 베드로전서 2:10 절은 9 절이
유대인 신도들 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포함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시켜줍니까?
In the Old
Testament the children of Israel were called God's chosen people (Deuteronomy 7:6). In the
New Testament ALL believers are chosen of God. How does I Peter 2:10 confirm that
verse 9 includes Gentiles as well as Jewish believers?

(1.)

을 받는 특권을 가졌다는 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의
How does the privilege of being chosen of God minister to you?

b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이 되었습니다. 계시록 5:10 절은 이것에 대해 무엇이라
고 말합니까? Through Christ we have become a royal priesthood. What does Revelation
5:10 say about this?

c.

의 시민이라는 것이 당신의 생활 기준을 어떻게 결정하게 합니까?
How should being a citizen of an holy nation determine the standards you live by?

d. 잠시
이라는 구절에 집중하십시오. 여기
이란 이상하거나 색다르다는 뜻이
을 뜻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암시합니
아닙니다. 그것은
다. 출애굽기 19:5,6 절을 읽으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주님에게
임을 아는 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Concentrate for a moment on the phrase peculiar people. Here peculiar
does not mean strange or odd. It means a purchased possession, indicating that we belong
to God.
Read Exodus 19:5,6. Through Christ we have become all that the children of
Israel were meant to be to God. What does it mean to you to know that you are a treasure
to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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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드로전서 2:9b,10 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열거하면서 그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Think about the extraordinary things God has done for us as you list them
from I Peter 2:9b,10.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누십시오..
3. 오늘 당신이 발견한 특권들을 생각하면서
베드로전서 2:9
In light of the privileges you have discovered today, share ways you can
shew forth the praises of Him. I Peter 2:9

제 3 일 : 베드로전서 2:11,12 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I Peter 2:11,12
1. 베드로가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삶의 기본적 문제들에 관한 그의 지시를 애정이 깃든 말로 시작함을
주목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11a 절) 11 절을 구절, 구절 이곳에 쓰면서 믿는 자들에게 하는 그의
강한 간청을 주의 깊게 주목하십시오.
Notice the tender way Peter began his instructions
concerning key issues of the Christian's spiritual life. (I Peter 2:11a) Pay close attention to his
strong appeal to believers as you write verse 11 here phrase by phrase.

a. 베드로는 믿는 자들을
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Peter called believers strangers and pilgrims. What does this suggest to you?

b.

c.

라는 단어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몇 개의 동의어를 찾아 적으십시오.
To expand your understanding of the word abstain provide a few synonyms for it.

은
을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5:19-21 절에
Fleshly lusts refers
있는 것을 기록하십시오. (만일 원하시면 다른 번역본을 사용하십시오)
to all the desires which originate in man's corrupt nature. Record those named in Galatians
5:19‐21. (Use other versions if you desire.)

(1.)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2:11 절에 있는
은 도시를 대항하는 군대의 행진의 모습인데,
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정욕에 빠지는 것이 우리의 영적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겠습니까? War in I Peter 2:11 refers to carrying on a military campaign,
descriptive of the march of an army against a city. What affect would indulgence in
these desires have on our spiritual life?

8-3

(2.)

아래의 절들이 어떻게 육신의 정욕에 빠지는 것에 대한 해결책을 줍니까?
How do the following verses provide the solution for indulgences of the flesh:

(a.) 로마서 6:11-13 절
Romans 6:11‐13

(b.) 갈라디아서 5:16 절
Galatians 5:16

2. 베드로전서 2:12 절을 읽으면서 믿는 자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들의
(태도/행동)이 왜 그리도 중요합니까?
Think about the influence the
believer has on those in the world as you read I Peter 2:12. Why is the Christian’s
conversation (behavior/conduct) so important?

진보반 문제 :

이라는 구절을 연구하십시오.베드로전서 2:12 절
당신이 발견한 것을
간단히
보고하십시오.
Advanced Students: Research the phrase in the day of visitation. I Peter 2:12 Write a brief report
of your findings.

3.

베드로전서 2:12b 절에 의하면 우리의
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According to I Peter 2:12b what is the outcome of our good works?

제 4 일 : 베드로전서 2:13-16 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I Peter 2:13‐16
1. 오늘의 베드로전서 2:13-16 절의 공부는 치리자들에 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임무에 중점을 둡니다..
베드로전서 2:13, 14b 절에 주어진 지시를 요약하십시오. Today's study of I Peter 2:13‐16
centers on the Christian’s responsibility to civil authorities. Summarize the instruction we are
given in I Peter 2:13,14a.

a.

2.

라는 단어를 정의하십시오.
Define the word submit.

는 권고는
는 것을 뜻합니다. 왜 우리는 이것
을 하여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2:13a,15 절 The exhortation to submit to the ordinances of man
refers to obeying the laws of the land. Why are we to do this? I Peter 2:13a,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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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나님께서는 권위의 자리에 사람들을 두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14a 절에 의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God has a purpose for those in authority. What is it according to
I Peter 2:14b?

,
3. 베드로전서 2:16NLT:
. 우리의 자유로 우리의 육신을 섬기는데 사용하는 대신에,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합니까?
베드로전서 2:16b 절
Observe I Peter 2:16 NLT: You are not slaves; you are free. But your
freedom is not an excuse to do evil. Instead of using our freedom to serve our flesh, Whom
should we serve? I Peter 2:16b

a.

이라는 것이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합니까?
How should being the servants of God affect our attitude toward those in authority?

Obey them that have the rule over you,
and submit yourselves…

.

Hebrews 13:17a

제 5 일 : 베드로전서 2:17 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I Peter 2:17
1. 베드로전서 2:17 절은 믿는 자들을 위한 4 가지 간결한 명령을 기록합니다. 그것을 여기에 적고
간단한 설명 또는 의미를 쓰십시오. I Peter 2:17 records four succinct commands for
believers. Print them here and give a brief explanation or meaning of each:
a.
b.
c.
d.
e. 이것들 중 하나에 순종하는 실제적인 예를 나누십시오.
Share a practical example of obeying one of these.

2. 베드로전서 2:17 절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전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How would disobedience to the I Peter 2:17 commands affect a believer’s 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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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것들 중 어느 것이 당신이 순종하기에 가장 어렵습니까?
Which of these do you find most difficult to obey?

(1.)

3.

왜 그렇습니까?
Why?

우리에게 요구된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어떤 도움을 제공하셨습니까?
What help has God provided that will enable us to do what is required of us?

제 6 일 : 베드로전서 2:9-17 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DAY Review I Peter 2:9‐17
1. 베드로전서 2:9,10 절의 공부가 어떤 면으로 주께서 당신을 위해 행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증가시켜
주었습니까?
In what way has your study of I Peter 2:9,10 increased your appreciation of
what the Lord has done for you?

2. 당신이 이 세상에서
임을 인식하는 것이 당신의 선택과 결정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How does the realization that you are a stranger and pilgrim in this world affect your
choices and decisions?

3.

베드로전서 2:11,13 절에 있는 아래의 지시를 당신은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How will you apply the following instructions from I Peter 2:11,13:
a.

abstain from fleshly lusts which war against the soul

b.

submit yourselves to every ordinance of man

4. 베드로전서 2:11-17 절은 불신자들의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전도에 대해 일부분 다루
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신자에게 영향을 끼친 면을 나누십시오.
I Peter 2:11‐17 deals in part with our witness as a Christian in a world of unbelievers. Share
a way your Christian influence has affected an unbeli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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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번 주 공부에서 무엇이 당신에게 가장 유익이나, 격려나, 도전이 되었습니까? 왜 그런지
말하십시오. What in your lesson this week has benefited, encouraged or challenged you the
most? Tell why.

,

,

,

.

.

,

,
.
Breathe into my life Lord, so that I might live
devoted so completely, a servant's heart within.
Speak Your will to me, Your purpose.
Make my heart Your dwelling place,
set aside for You Lord, willing to obey.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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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 전서 2:182:18-25 절
I PETER 2:18‐
2:18‐25
Lesson 9
제 1 일 : 복습 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베드로전서 2:9-17 절을 복습하십시오. 지난 주의 공부나 강의에서 어떤 생각, 권고 또는 교훈이
특별히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Review I Peter 2:9‐17. What thought, exhortation or
instruction from last week's lesson or lecture particularly ministered to you?

2. 이번 주 베드로전서 2:18-25 절의 공부에서 축복과 영감을 기대하십시오. 이 절들은 특별히
부당하게 고난을 당할 때의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위한 풍부한 실제적인 교훈과 강한 동기를 주는
구절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18-25 절을 읽으므로 이 절들을 미리 보고 여기에 20 절을 한자 한자
적으십시오. Expect both blessing and inspiration in your study of I Peter 2:18‐25 this
week. These verses are a rich combination of practical instruction and powerful motivation
for a Christian’s conduct, especially when suffering unjustly. Preview these verses by reading
I Peter 2:18‐25 and writing verse 20 here phrase by phrase.

3. 베드로 서신의 이 핵심 절들로부터 가장 많이 얻기 위해 기도로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주님께
와 관련하여 당신의 가장 깊은 갈망과 가장 큰 필요를 표현하십시오. 이곳에 당신의 기도를
시오. To receive the most from this key passage of Peter's letter, begin your study
prayer. Express to the Lord your deepest desire and greatest need concerning
lesson. Write your prayer here.

,

.

공부
쓰십
with
your

.

.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Open the eyes of my heart.
I want to see You.
‐sel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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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일 : 베드로전서 2:18-20 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I Peter 2:18‐20
1. 베드로전서 2:18-20 절에는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관한 실제적인 교훈이 주어져있습니다. 2 장의 앞
구절에서는 치리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에 대해 배웠습니다. 베드로전서 2:18 절에서
베드로는 어떤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까?
Practical instruction concerning Christian conduct is
given in I Peter 2:18‐20. In the previous verses from Chapter Two we learned about our
conduct in relationship to civil authorities. What relationship does Peter address in I Peter
2:18?

이란 단어는
이나
을 뜻합니다.
에게 주어진 교훈을
a. 이 절에서
우리의 문화에서는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18 절로
부터 베드로의 교훈을 적으십시오.
In this verse the word servants refers to household or
domestic slaves. The instructions given to servants can be applied in our culture to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s. With this in mind write Peter's instruction from verse 18.

2. 베드로전서 2:18 절에 있는
라는 구절은
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라는 구절은
라는 의미입니다. 크리스천 종들은 그의 주인이
또는
(오만하고, 부당하며, 비합리적이고, 거친) 간에
하고
하라고 했습니
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에 관하여 아래의 절들이 나타내는 것을 쓰십시오.
The phrase
be subject in I Peter 2:18 could be translated be submissive. The phrase with all fear means
with respect. The Christian slave was to submit and respect his master whether he was good
and gentle or froward (overbearing, unjust, unreasonable, harsh). Write what the following
verses reveal about God's perspective on this:
a. 베드로전서 2:19 절
I Peter 2:19

(1.)

이란 헬라어로
입니다.
라는 구절은
또는
로 번역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사람이 이러한 환경
어떻게 힘이 되거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Thankworthy is the
아래서
Greek word for grace. The phrase conscience toward God has been translated
conscious or mindful of God. How would awareness of God enable or encourage a
person to endure under these circumstances?

(a.) 이것이 믿는 자들의 전도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What effect would this have on a believer’s witness?

b. 베드로전서 2:20 절
I Peter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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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또는
행동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이라는 구절이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Think about the
마음에 두고,
behavior that is acceptable with God or pleases Him. With this in mind how does the
phrase take it patiently speak to you today?

3. 종/주인 관계의 이해를 넓히기 위해 골로새서 3:22-24 절을 읽으십시오. 이것에 대해 이절들이 무엇
을 가르치는지 요약하십시오.
Read Colossians 3:22‐24 to expand your understanding of
servant/master relationships. Summarize what these verses teach us about this.

제 3 일 : 베드로전서 2:21-24 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I Peter 2:21‐24
1. 베드로전서 2:21-24 절의 내용은 너무나 강력하고 감동적이므로 우리는 이절들을 이틀에 걸쳐
공부하기로 정했습니다. 21 절을 여기에 한자, 한자 적으면서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이 구절에 집중
하십시오.
The content of I Peter 2:21‐24 is so powerful and inspiring we have chosen to
devote two days of our lesson to focus on these verses. Center your mind and heart on verse
21 as you write it here phrase by phrase.

a. 이 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해 오는 핍박이든지, 또는 우리로 인내하며 견디도록
하기 위하여 부당한 상황에서 오는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오는 고난에 관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와
라는 단어에 당신의 이름을 쓰면서 위의 구절을 개인화하여 비추어 보십
시오. This verse speaks to us concerning our suffering, whether it comes through
persecution because of our Christian witness or an unjust situation where we are called to
patiently endure. Reflect on the verse above as you personalize it by writing your name
over the words ye and us.

b.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까? 21 절에서 당신의 답을 크게 쓰십시오. 셀라.
For whom did Christ suffer? Print your answer in block letters from verse 21. Selah.

c.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을 남기셨습니다. 단어
을 정의하십시오. 원하시면 동의어를 사용
하십시오. Christ left us an example. Define the word example. Use synonyms, if you
desire.

베드로전서

9-3

2. 베드로전서 2:22,23 절에서 그리스도의 행동과 태도를 관찰하면서
(베드로전서 2:21)
. 아래의 도표에서 왼쪽에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이 절들이 기록한 것을 또 반대쪽에는
그분의 본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Follow His steps (I Peter 2:21) by
observing Christ's actions and attitudes from I Peter 2:22,23. In the following chart list on the
left side what these verses record about Christ and on the opposite side what it means for us to
follow His example:
그리스도의 본
Christ's example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
What this means for us

a. 22a 절
b. 22b 절
c. 23a 절
d. 23b 절
e. 23c 절
(1.)

3.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본을 따를 수 있도록 어떤 도움을 제공하여 주셨습니까?
What help has God provided that will enable us to follow Christ’s example?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이 어떻게 당신이
싶도록 만듭니까?
How does the example Jesus left us motivate you to want to follow His steps?

제 4 일 : 베드로전서 2:21-24 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I Peter 2:21‐24
1. 베드로전서 2:24 절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깊은 감사와 헌신을 우리 마음 속에 불러 일으킬 가능
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24a 절을 적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행하신 것에 집중
하십시오. 셀라.
I Peter 2:24 has the potential to stir within us a depth of gratitude and
commitment that will transform our lives. Concentrate on what Christ did for you as you print
verse 24a here. Selah.

a. 우리 구주의 고통과 고뇌는 그분의 죄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 주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께 당신의
감사를 표현하는 기도를 쓰십시오. Our Saviour's suffering and agony was not a result of His
sins – He had no sin!
Jesus bare our sins on the cross. In response write a prayer
expressing your gratitude to Him for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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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드로전서 2:24b 절에서 아래의 구절을 완성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으로 인해 믿는
자들 의 삶에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Complete the following phrases
from I Peter 2:24b and think about what should result in a believer's life because of what Jesus
Christ has don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hat we, _________ ________ to ________, should ________ ______ _________________:
a. 아래의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실에 어떻게 영향을 끼쳐야합니까?
How should the following affect our Christian conduct:
(1.)

being dead to sins

(2.)

live unto righteousness

진보반 문제:

는 구절에 대하여 당신이 이해하는 것을
성경말씀을 사용하여 설명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24c 절
Advanced Students: Use scriptures to explain your understanding of the phrase by Whose stripes
ye were healed. I Peter 2:24c

3. 이사야서 53:4-7 절을 읽으면서 베드로전서 2:21-24 절을 마음에 두십시오. 어떤 유사점을 봅니까?
Keep I Peter 2:21‐24 in mind as you read Isaiah 53:4‐7. What parallels do you see?

.
,

.

.
Once again I look upon the cross where You died.
I'm humbled by Your mercy and I'm broken inside.
Once again, I thank You.
Once again, I pour out my life.
‐selected

♬

제 5 일 : 베드로전서 2:25 절을 읽으십시오.
FIFTH
FTH DAY: Read I Peter 2:25
FI
1.

베드로전서 2:25 절에 믿는 자들과 주님이 무엇으로 묘사되었는지 설명하십시오.
Describe the way believers and the Lord are portrayed in I Peter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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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성경말씀은 믿는 자들을 자주 양과 관련시킵니다. 그들 사이에 있는 몇 가지 유사점들을 적으십
시오.
The Word often associates believers with sheep. List a few similarities between them.

b. 우리가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킨데 대한 대가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53:6 절
참조. What was the cost of our going astray and turning to our own way? See Isaiah 53:6b.

2.

베드로전서 2:25b 절은 좋은 소식으로 끝납니다. 이 구절에 기록된 격려가 되는 선언을 적으십시오.
I Peter 2:25b concludes with good news. Print the encouraging declaration recorded in this verse.

a.

에 대해 어떻게 나타나있습니까?
요한복음 10:11-15 절에 우리의
What is revealed about our Shepherd in John 10:11‐15?

b.

은 관리자 또는 보호자란 뜻입니다. 주께서는 당신의 목자이시고, 관리자이시며 보호자이시
라는 것이 오늘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을 나누십시오. Bishop means overseer or guardian. Share
what it means to you today that the Lord is your Shepherd, Overseer and Guardian.

3. 베드로전서 2:25 절을 마음에 두고 시편 23 편을 읽기 위해 시간을 가지십시오. 어떤 추가의 통찰력
을 당신은 얻습니까? Take a few moments to read Psalm 23 with I Peter 2:25 in mind. What
additional insights do you receive?

,

,
.

:

My sheep hear My voice,
and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And I give unto them eternal life.
요한복음 10:27,28a

John 10:27,28a

제 6 일 : 베드로전서 2:18-25 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I Peter 2:18‐25
1.

베드로전서 2:18-25 절의 공부가 어떤 면으로 도움이 되었는지 기록하십시오.
Record a way your study of I Peter 2:18‐25 has:
a. 축복이 된 것
blessed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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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영감이 된 것
inspired you
c. 도전이 된 것
challenged you
2. 당신이
데도 부당하게 대우를 받을 때, 베드로전서 2:20 절에서 무슨 원리를 따라야합니
까?
When you are unjustly treated even though you do well, what principle from I Peter 2:20
are you to follow?
a. 베드로전서 2:23c 절에서 예수님의 본을 따르는 것이 어떻게 당신을 격려하고 힘이됩니까?
How would following the example of Jesus in I Peter 2:23c encourage and strengthen you?

3. 베드로전서 2:21-23 절에서 예수님의 본의 어떤 면이 특별히 당신에게 말해줍니까?
What facet of Jesus' example in I Peter 2:21‐23 particularly speaks to you?
4. 이번 주의 공부를 마음에 두고 아래의 구절들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것을 적으십시오.
With this week’s lesson in mind, write what the following phrases mean to you:
a.

.
suffer patiently

b.

follow His steps
c.

.

.
live unto righteousness

,

.

Lord, I stand in wonder
at the sacrifice You made.
With mercy beyond measure
my debt You freely paid.

.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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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3:13:1-7 절
I PETER 3:1‐
3:1‐7
Lesson 10
제 1 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베드로전서 2:18-25 절을
나누십시오.
Review I Peter 2:18‐25.

복습하십시오. 이

절들을

어떻게

당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는지

Share a way you are applying these verses to your life.

2. 베드로전서 3:1-7 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또 시간을 초월하는 메시지는 본래는 결혼한 여자들
에게 한 지시였지만 모든 여인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이 절들을 통하여 우리는 집 안과 밖에서
여인들이 줄 수 있는 영향력을 발견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1-7 절을 읽으십시오. 이 단락에
간단한 제목을 주십시오. God's wise and timeless message in I Peter 3:1‐7, although primarily
directed to married women, is valuable for all women. Through these verses we will discover
the potential of a woman's influence both inside and outside the home.
Read I Peter
3:1‐7. Provide a brief title for this paragraph.

3. 이 성경공부를 통하여 당신을 위해 주께서 갖고 계신 모든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당신의 마음과
정신 을 준비하기 위해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기도에 공부를 완성하는 것과 관련하여
당신이 갖는 어떤 특별한 필요나 염려를 포함하십시오. 이곳에 당신의 기도를 적으십시오.
To prepare your mind and heart to receive all that the Lord has for you through your study,
begin with prayer. Include in your prayer any specific needs or concerns you have in
relationship to completing your lesson. Write your prayer here.

,

,

...
.

.
Teach me, O LORD, the way of Thy statutes . . .
Make me to go in the path of Thy commandments;
for therein do I delight.
Psalm 119:33a,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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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일 : 베드로전서 3:1,2 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I Peter 3:1,2
1. 크리스천 아내는 남편의 삶에 영향을 줄 엄청난 기회를 갖습니다. 베드로전서 3:1,2 절을 읽으면서
이것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절들에서 이것에 대해 무엇을 배웁니까? A Christian wife has an
incredible opportunity to influence the life of her husband. Consider this as you read I Peter
3:1,2. What do you learn about this from these verses?

를 주목하십시오. 이 말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생각하십니까?
a. 1a 절에 있는 단어
Notice the word Likewise in verse 1a. What do you think this word refers to?

b. 베드로전서 3:1,2 절 NIV 번역본을 관찰하십시오:

.

,

,

. 왜 아내의 이런 행실이
Wives, in the same way be
submissive to your husbands so that, if any of them do not believe the Word, they may be
won over without words by the behavior of their wives, when they see the purity and
reverence of your lives. Why is this kind of behavior from a wife so powerful?
그리도 능력이 있습니까?

Observe I Peter 3:1,2 NIV:

2. 하나님께서는 결혼관계를 위해 질서를 세우셨습니다. 에베소서 5:22-24 절을 사용하여 베드로전서
3:1a 절의
,
는 지시를 설명하십시오. God has designed
an order for the marriage relationship. Use Ephesians 5:22‐24 to explain the I Peter 3:1a
instruction: wives, be in subjection to your own husbands.

a. 고린도전서 11:3 절에 하나님의 질서에 관한 것을 기록하십시오.
Record what I Corinthians 11:3 reveals about God's order.

b. 이것은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열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한 미혼녀들이 기혼녀들보다
열등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아래의 절들은 이것을 어떻게 확인시킵니까? This does not mean
women are inferior to men.
Neither does it mean that single women are inferior to those
who are married. How do the following verses confirm this:
(1.) 갈라디아서 3:28 절
Galatians 3:28

(2.) 고린도 전서 7:32-34 절
I Corinthians 7:3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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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창세기 2:18 절을 읽으십시오. 이것은 아내의 역할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Read Genesis 2:18.
What does this say to you about the role of a wife?

3. 크리스천 여성으로서 우리의 증거에
(베드로전서 3:2b 빌립스번역)의
중요성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줍니까? Think about the
importance of purity and reverent behavior (I Peter 3:2b Phillips) to our witness as Christian
women. What affect should this have on us today?

제 3 일 : 베드로전서 3:3,4 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I Peter 3:3,4
1. 베드로전서 3:3,4 절의 교훈들은 아내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모든 여인들에게 적용됩니다. 이
귀한 구절들에 중점을 두기 위해서 우리는 이틀 동안 이것을 공부할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과
단장을 대조합니다. 3,4a 절에서 우리의
것에 관해 말하는 것을 쓰십시오.
The instructions of I Peter 3:3,4 are directed to wives but are applicable for all women. We
will take two days of our lesson to concentrate on these valuable verses. Here Peter
contrasts external and internal adornment. Write what verses 3,4a say about our adorning:
a. 단장하지 말고

let it not be
b. 단장할지니

but let it be
c. 이 절들은 여인들의 외모에 대하여 당신에게 무엇을 권합니까?
What do these verses suggest to you about a woman's appearance?
2. 아래의 빈 칸을 베드로전서 3:4b 절에서 채우면서 외모를 단장하는 것보다
단장이 더 중요한
한 가지 이유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Consider one reason the adorning of the heart is more
important than the outer adorning by filling in the blanks from I Peter 3:4b:
____________________ 아니하는 것
that which is ______ _________________
a.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은
. 이것은 시간을 초월하고 또 부패하지 않습니다..
이것에 오늘 우리를 위한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Our internal adorning is not corruptible.
It is beyond the reach of time and decay. What message is there in this for us today?

3. 베드로전서 3:3,4b 절의 교훈에 대한 반응으로 크리스천 여성들로서 우리는
에 대한 세상의
과대 관심사를 어떻게 막을 수 있습니까? In response to the instruction of I Peter 3:3,4b how can we
as Christian women resist the world's excessive preoccupation with outward appea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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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리
의 아름다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나열하십시오.
List a few practical ways we can improve our inward beauty.

.
,

,

;
.

.
Let the beauty of Jesus be seen in me;
all His wonderful passion and purity.
O Thou Spirit divine, all my nature refine,
'til the beauty of Jesus be seen in me.
‐selected

♬

제 4 일 : 베드로전서 3:3,4 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I Peter 3:3,4
1. 4c 절에 중점을 두면서 베드로전서 3:3,4 절을 다시 한 번 보십시오. 4c 절을 에 적으면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십시오. Look once again at I Peter 3:3,4 concentrating
on verse 4c. Discover what is in the sight of God of great price by writing verse 4c here.
a. 아래의 단어들을 정의하십시오.
Define the following words:
(1.)

meek
(2.)

quiet
b.

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What is the opposite of a meek and quiet spirit?

c. 베드로전서 2:22,23 절에서 예수님의
의 본을 기억하십시오.
을 갖는 것이 우리의 반응과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Recall from I Peter 2:22,23
Jesus' example of a meek and quiet spirit. How does having a meek and quiet spirit affect
our reactions and relationships?

2.

이란 크리스천 여성은 생산적이고 적극적이어서는 안된다는 뜻이아닙니다..
이것에 대하여 잠언 31:10-31 절의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본보기가 됩니까? A meek and quiet
spirit does not mean a Christian woman should not be productive and active. How does the
virtuous woman of Proverbs 31:10‐31 exemplify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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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녀의 본보기에서 당신에게 특별히 말해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What especially speaks to you from her example?

3.

을 깊이 생각하면서 베드로전서 3:4 절에 있는 태도와 행실에 주님이
두시는 가치에 대해 잠시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것이 베드로전서 3:3,4 절의 교훈을 따르
도록 어떻게 우리를 자극합니까? Take a moment to think about the value the Lord places on
the I Peter 3:4 attitudes and behavior as you consider the following: which is very precious in
the sight of God. verse 4c NKJV How should this motivate us to follow the instructions of I
Peter 3:3,4?

것을 개발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a. 하나님 보시기에
What does it require of us to develop that which is very precious in the sight of God?

True beauty is in the heart,
not in the outward appearance.
척 스미스 목사

.

Pastor Chuck

제 5 일 : 베드로전서 3:5-7 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I Peter 3:5‐7
1. 베드로전서 3:5,6 절에 있는 본보기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것입니다. 아래의 절에서 이것을
밝히십 시오. We will benefit from the examples given to us in I Peter 3:5,6. Identify these from the
following:
a. 5a 절
verse 5a
b. 6a 절
verse 6a
2. 베드로전서 3:5b 절에서
을 설명하십시오.
Describe the holy women from I Peter 3:5b.
a.

구절에 중점을 두십시오. 왜 이것이 필수적입니까?
Focus on the phrase: who trusted in God. Why is this essential?

3. 베드로전서 3:6 절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라 불렀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녀의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녀가 크리스천 아내들에게 어떻게 본이 됩니까?
I Peter 3:6 tells us Sara called Abraham lord which revealed her honor and respect for her
husband. How is she an example for a Christian wife?
베드로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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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3:6c) 이라는 구절의 의미를
연구하십시오. 당신이 발견한 것을 기록하십시오.
Advanced students: Research the meaning of the phrase: and are not afraid with any
amazement. I Peter 3:6c Record your findings.

진보반 문제:

4. 베드로전서 5:7 절을 읽으십시오. 이절에 있는 지시가 비록
에게 내려진 것이지만 여인들에
이란 구절은 여인들의 약한
을 뜻합니다. 크리
관한 것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스천 남편과 아내를
로 묘사한 것에 대해 생각해보십시오. 이것이
당신에게 어떻게 도움이됩니까? Read I Peter 5:7.
Although the instruction in this verse is
directed to husbands, it contains insights about women. The phrase weaker vessel refers to a
woman's weaker physical strength. Think about the following description of a Christian
husband and wife: being heirs together of the grace of life. How does this minister to you?

a.

7 절의 마지막 구절의 심각한 결과를 주목하십시오. 부부사이의 갈등이 기도에 어떤 영향을 줍
니까? Notice the serious implications of the last phrase of verse 7. How is prayer
affected by conflict between marriage partners?

.
Submission is voluntarily cooperating
with someone else out of love and reverence
for God and love and respect
for that person.
‐selected

제 6 일 : 베드로전서 3:1-7 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I Peter 3:1‐7
1.

당신이 기혼자이든 미혼자이든, 이번 주 공부의 어느 부분이 당신에게 가장 중요했습니까?
Whether you are married or single, what part of this week's study was most significant to you?

a. 왜 그렇습니까?
Why?
2.

베드로전서 3:1-4 절을 마음에 두고 아래의 구절에 관하여 간단한 설명을 쓰십시오.
With I Peter 3:1‐4 in mind write a brief comment concerning the following phrases:
a.

,
.
wives, be in subjection to your own husb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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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
chaste conversation (behavior)

c.

internal adorning
d.

meek and quiet spirit

3. 크리스천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하여야합니다. 이것을 하지 못하게 무엇이 방해합니까?
Christian wife is to honor and respect her husband. What hinders her from doing this?

a. 이것을 하도록 무엇이 도울 수 있겠습니까?
What would help her to do this?

4. 이번 주 공부를 통하여 여인의 태도와 행실과 외모가 그녀의 가정 안과 밖에서 끼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당신이 발견한 것을 기록하십시오. Note what you discovered through your lesson
this week about the influence a woman's attitude, behavior and appearance can have on her
witness inside and outside her home

,

.

,
.
Over every thought, over every word,
may my life reflect the beauty of our Lord
'cause You mean more to me than any earthly thing.
So won't You reign in me again.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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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3:8
3:8:8-12 절
I PETER 3:8‐
3:8‐12
Lesson 11
제 1 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베드로전서 3:1-7 절을 복습하십시오. 이절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번 주 당신의 삶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Review I Peter 3:1‐7. In what specific way have these verses influenced your
life this week?

2. 어떻게 우리는
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이번주 베드로전서 3:8-12 절의 공부가 이 질문
에 답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 구절들은 맨 처음 썼을 당시에 그들에게 적절했던 것처럼
오늘날 크리스천들에게도 관련됩니다. 베드로전서 3:8-12 절을 읽고 특별히 당신의 관심을 사로잡
는 단어, 구절 또는 절을 기록하십시오.
How can we experience a joyful life? This week's
study of I Peter 3:8‐12 will help answer this question. These verses are as relevant to
Christians today as they were when they were first written. Read I Peter 3:8‐12 and record a
word, phrase or verse that especially captures your attention.

3. 기도를 쓰는 것으로 베드로전서 3:8-12 절의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당신께
말씀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당신이 배운 것을 당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기를 주께 구하십시오. 아래
에 있는 구절에 대한 반응으로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주께 감사하십시오.
Begin your study of I Peter 3:8‐12 by writing a prayer. Ask the Lord to speak to you through
His Word and enable you to apply what you learn to your life. In response to the verse below
thank Him for hearing and answering your prayer.

,

.

For the eyes of the Lord are over the righteous,
and His ears are open
unto their prayers.
베드로전서 3:12a

I Peter 3:1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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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일 : 베드로전서 3:8 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I Peter 3:8
1.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갖기를 갈망합니다.
이번 주
베드로전서 3:8-12 절의 공부가 이러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편에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발견
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8 절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간단한 권고들을 나열하면서
이것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Most Christians desire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others in the body
of Christ. In our study this week of I Peter 3:8‐12 we will discover what is necessary on our
part to achieve this kind of fellowship. Think about this as you list the brief exhortations given
to all believers in I Peter 3:8.
8 절(Verse 8)

설명(Definition)

a.
b.
c.
d.
e.
(1.)

이들의 각 옆에 간단한 설명을 붙이십시오. (이것을 하는데 다른 성경 번역본들을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Next to each of these provide a brief
definition. (You may want to use other versions of the Bible to help you with this.)

2. 베드로전서 3:8 절은
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 전체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한
경건한 태도와 행위에 대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아래의 절들에서 다른 사람들을 향한 적절한
행실에 관한 어떤 다른 교훈을 얻는지 기록하십시오. I Peter 3:8 is a picture of love in
action. Throughout the New Testament godly attitudes and actions toward others is
taught. Record from the following verses any additional instruction you receive concerning
proper behavior toward others:
a. 로마서 12:16 절
Romans 12:16
b. 로마서 12:10 절
Romans 12:10
c. 에베소서 4:32 절
Ephesians 4:32
3.

을 표현하는 오늘의 공부 구절들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당신의 삶에서 무엇이
이것을 나타낼 수 없도록 방해 합니까? Look closely at the verses in today’s lesson that portray
love in action. What would hinder or prevent this from being evidenced in your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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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이것을 하도록 무엇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What would help you with this?

4. 어떤 이는 말하기를:
고했습니다. 요한일서 4:20,21 절은 이것을 어떻게 확증합니까?

Someone has said: Our
fellowship with God can never be right when our fellowship with our fellowmen is wrong. How
does I John 4:20,21 verify this?

제 3 일 : 베드로전서 3:9 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I Peter 3:9
1. 베드로전서 3:9 절에서 베드로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실제적 교훈들을 주기를 계속했습니다..
계속했습니다. 우리가
받기를 원한다면, 9a 절에 의하면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In
I Peter 3:9 Peter continued to give practical instructions to all believers. If we want to receive
a blessing what are we not to do according to verse 9a?

a.

라는 단어는
또는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대신에 무엇을 하여야합니까?
9b 절 The word contrariwise means on the contrary or instead. What are we to do
instead? verse 9b

b.

갚지 않고 도리어
비는 예를들어 보십시오.
Give an example of not returning evil for evil or insult with insult (NIV) but giving a blessing instead.

2. 베드로전서 3:9c 절에 중점을 두십시오. 왜 믿는 자들은 9 절에 있는 지시를 따라야합니까?
Focus on I Peter 3:9c. Why should believers follow the instruction in verse 9?

a.

이것이 당신이 이절을 순종하도록 어떻게 동기를 부여합니까?
How does this provide an incentive for you to obey this verse?

3. 베드로전서 3:9 절을 마음에 두고 마태복음 5:44 절을 이곳에 한자, 한자 기록하십시오. 셀라.
With I Peter 3:9 in mind write Matthew 5:44 here phrase by phrase. Selah.

a. 누가복음 6:29-35 절이 어떻게 베드로전서 3:9 절과 마태복음 5:44 절의 가르침을 설명합니까?
How does Luke 6:29‐35 illustrate the teachings of I Peter 3:9 and Matthew 5:44?

베드로전서

11-3

4. 베드로전서 2:23 절에서 예수님의 본보기를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공부에 있는 교훈에 순종
하도록 어떻게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까?
Recall Jesus’ example from I Peter 2:23. How will
this help you to obey the instructions in the lesson today?

제 4 일 : 베드로전서 3:10,11 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I Peter 3:10,11
1. 베드로전서 3:10-12 절에서 베드로는 시편 34:12-16a 절을 인용하므로 믿는 자들에게 그의 교훈을
확인시켰습니다. 시편 34:12a 절과 베드로전서 3:10a 절(KJV)을 비교하고 그 다른점을 쓰십시오.
Beginning with I Peter 3:10 through verse 12 Peter confirmed his instruction to believers by
quoting from Psalm 34:12‐16a. Compare Psalm 34:12a with I Peter 3:10a (KJV). Note the
differences.

2.

위해 베드로전서 3:10,11 절은 우리에게 무엇을하라고 가르칩니까?
What does I Peter 3:10,11 instruct us to do in order to love life and see good days?
a.
b.
(1.)

단어
을 정의하십시오.
Define the word guile.

c.
(1.) 단어
는
또는
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수 있습니까? 상세히 말하십시오. The word eschew means to shun or avoid. How can
we shun or avoid evil? Be specific.
d.
e.
f.
(1.)

단어
는
라는 뜻입니다.
소용되는 헌신과
시간과 시간과
에너지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생각과 통찰력을
나누십시오.
The word ensue means pursue. Think about the commitment,
time and energy it often takes to seek and pursue peace. Share your thoughts
and insights.

도전 질문 :

혀에 관한 많은 교훈이 잠언과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교훈들의 한두 가지를
찾아 기록하십시오.
Challenge: Much instruction about the tongue is recorded in Proverbs and in James. Find and
record one or two of these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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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드로전서 3:10,11 절을 다시 한번 더 보면서
과
을 관찰하십시오.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오늘 당신에게 특별히 말해줍니까? Observe the do’s and don’ts as you
look once more at I Peter 3:10,11. Which of these particularly speaks to you today?

a. 이것에 대한 반응으로 당신은 어떤 행동을 취하시겠습니까?
What action will you take in response to this?

제 5 일 : 베드로전서 3:12 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I Peter 3:12
1. 오늘 우리는 매우 귀한 약속인 동시에 중대한 경고를 포함하고 있는 절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12a 절에 있는 약속을 기록하십시오. Today we will focus on a verse that
includes both a precious promise and a serious warning. Print the promise of I Peter 3:12a.

a. 이것이 어떻게 당신에게 격려가 됩니까?
How does this encourage you?

2. 역대하 16:9a 절을 읽으면서 베드로전서 3:12a 절을 마음에 두십시오. 역대하 16:9a 절에서 주님에
주님
관해 당신은 무엇을 배웁니까?
Keep I Peter 3:12a in mind as you read II Chronicles
16:9a. What do you learn about the LORD from II Chronicles 16:9a?

a.

이것이 베드로전서 3:8-11 절의 지시들을 따르도록 당신에게 어떻게 동기를 부여합니까?
How does this motivate you to obey the instructions of I Peter 3:8‐11?

3. 베드로전서 3:12b 절의 경고를 이곳에 기록하십시오.
Print the warning of I Peter 3:12b here.

a. 시편 66:18 절은 어떤 추가의 경고를 우리에게 줍니까?
What additional warning does Psalm 66:18 give us?
4. 오늘의 공부에 비추어, 당신은 순종과 기도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봅니까?
In light of today’s lesson, what connection do you see between obedience and prayer?

,

,
.

,
If ye abide in Me, and My words abide in you,
ye shall ask what ye will, and it shall be done unto you.
요한복음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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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일 : 베드로전서 3:8-12 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I Peter 3:8‐12
1. 베드로전서 3:8-12 절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게
을 살도록 도움을 줍니까?
How would applying I Peter 3:8‐12 contribute to a joyful life?

2. 믿는 자들과의 교제에 관하여 이번 주 당신의 공부로부터 배운 것 한 가지를 나누십시오.
Share one thing you learned from your study this week about fellowship among believers.

3. 베드로전서 3:11 절에 있는 권고들에 대한 반응으로 다음 것에 대해 당신이 행할 것을 생각하십시오.
In response to the exhortations in I Peter 3:11 think of something you will do to:
a.

(피하다)

eschew (avoid) evil
b.

do good
c.

4.

.

.
seek and pursue peace

주의 눈이 당신을 향하고 그분의 귀는 당신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계심을 아는 것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What does it mean to you to know that the eyes of the Lord are upon you
and His ears are open unto your prayers?

.

.

.
O Lord, You're beautiful.
Your face is all I seek.
And when Your eyes are on this child,
Your grace abounds to me.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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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3:133:13-22절
22절
I PETER 3:133:13-22
Lesson 12
제 1 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베드로전서 3:8-12절을 복습하십시오. 이 구절을 이번주에 어떤 특별한 면으로 당신의 삶에 적용할
기회를 가졌습니까? Review I Peter 3:8-12. In what specific way have you had an opportunity
this week to apply this passage to your life?

2. 불신의 세상에서 크리스찬의 증거를 지속하는 것이 이번 주 공부의 핵심입니다. 베드로전서 3:1322절의 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베드로의 가르침에서 도전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본에
의해 영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래의 문단들을 읽고 당신의 눈에 띄는 문단이나 구절을 기록하십
시오.
Maintaining a Christian witness in an unbelieving world is at the center of this week's
lesson. Through our study of I Peter 3:13-22 we will be challenged by Peter's instruction and
inspired by Christ's example. Read the following paragraphs and record a phrase or verse that
stands out to you:
a. 베드로전서 3:13-17절
I Peter 3:13-17

b. 베드로전서 3:18-22절
I Peter 3:18-22

3. 이번 주 공부로부터 당신이 배운 것을 이해하고 적용하며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주께 구하는
기도를 쓰므로 최상의 것을 얻도록 당신의 생각과 마음을 준비하십시오. 이곳에 당신의 기도를 쓰
십시오. Prepare your mind and heart to receive the most from your study this week by writing a
prayer asking the Lord to help you understand, apply and retain what you learn. Write your
prayer here.

…be ye doers of the Word…

...

James 1:22a (공동역)
©2006 Calvary Chapel Joyful Life Women’s Ministries – 3800 S. Fairview Rd., Santa Ana, CA 92704. Printed in the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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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일 : 베드로전서 3:13,14절
SECOND DAY: Read I Peter 3:13,14
1. 이 편지를 썼을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들
의 신앙으로 인해 고난을 받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13-22절은 믿는 자들이 그들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들의 증거를 계속하도록 격려하기 위해 쓴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13,14절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웁니까? At the time this letter was written it was dangerous to be a believer in Jesus
Christ. Christians were suffering for their faith. I Peter 3:13-22 was written to encourage
believers to overcome their fear and maintain their witness. What do you learn about this from
verses 13,14?

a. 이 절들과 관련해서 히브리서 13:5b,6절은 어떻게 당신의 믿음을 강하게합니까?
In the context of these verses, how does Hebrews 13:5b,6 strengthen your faith?

이라는 단어가 세 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2. 베드로전서 3:13-16절에서
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13a절
The word good is used three times in
I Peter 3:13-16. Briefly explain what it means to be followers of that which is good. verse 13b

a. 개역성경에는 13a절을
는 것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이 교훈을 강조합니까? Verse 13b in The Amplified Bible reads: zealous followers of that
which is good. How does the word zealous strengthen this instruction?

3. 베드로전서 3:14절을 읽으십시오. 신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으로 인해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는 구절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에 대해 마태복음 5:10-12절은 무엇을 첨가합니
까? Read I Peter 3:14. It is possible to suffer for being a faithful Christian. Think about the
phrase happy are ye. What does Matthew 5:10-12 add to this?

a. 아래의 절들에 의하면 왜 믿는 자들은
합니까?
According to the following verses why should believers be not afraid of their threats, nor be troubled:
(1.) 시편 118:6절
Psalm 118:6
(2.) 잠언 29:25절
Proverbs 2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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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는

을 생각할 때 당연히
이라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헬라어로
이라는 단어는
로 번역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때 우리 자신을 복되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When we think of suffering certainly happy is not a word that comes to mind. In the
Greek the word translated happy means blessed. Why should we consider ourselves blessed
when we suffer for righteousness’ sake?

.

.

.
I want to be a follower of Christ.
I want to be one of His disciples.
Tell me, what is the cost if I carry the cross?
I want to be a follower of Christ.

.

-selected

제 3 일 : 베드로전서 3:15-17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DAY Read I Peter 3:15-17
1. 당신의 삶을 위한 주님의 뜻에 대해 얼마나 자주 당신은 잠시 멈추고 묵상하십니까? 이것에 대해
? 오
생각해 보십시오:
늘 우리가 공부할 베드로전서 3:15-17절은 우리가 어떻게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15a절을 읽고 단어 거룩하게 를 정의하십시오. How often do you stop and meditate
on the Lord’s will for your life? Think about this: Are you being the witness in the world that
He has called you to be? The verses we will study today, I Peter 3:15-17, teach us how to live
the life that is a witness. Read verse 15a and define the word sanctify.

a. 우리 마음 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하십시오.
Explain how we sanctify the Lord God in our hearts.

2. 베드로전서 3:15b절에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하는 문구를 쓰십시오.
Write the phrase in I Peter 3:15b that tells us what believers should be ready to do.

a. 이것을 할 때에 믿는 자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15c절
What should be the believer’s attitude when doing this? verse 15c

(1) 우리가 우리의 소망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15c절NIV). 우리의
믿음에 대한 이유를 물어올 때에 온유하고 공손한 대답이 왜 강력한 증거가 됩니까?
Think about the way we are to share our hope: with gentleness and respect (verse 15c
NIV). Why is a gentle and respectful answer when questioned about our faith a powerful
wit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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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드로전서 3:16,17절을 읽으십시오. 16a절에서 크리스찬의 증거에 대해 배우는 것을 쓰십시오.
Read I Peter 3:16,17. Write what you learn about a Christian's witness from verse 16a.

a. 왜 그렇습니까? 16b,17절에서 답하십시오.
Why? Answer from verses 16b,17.
(1.) 베드로전서 2:11,12절에서 어떤 추가의 통찰력을 얻는지 기록하십시오.
Record any additional insights you receive from I Peter 2:11,12.

4. 오늘 공부를 통하여 당신은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이 되는데 도움이 될 무엇을 얻었습니까?
What have you received through your study today that will help you be the witness the Lord
wants you to be?

제 4 일 : 베드로전서 3:18-22절
FOURTH DAY: Read I Peter 3:18-22
1. 베드로전서 3:18-22절은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전 구절들은 크리스찬 증
거와 우리의 증거로 올 수 있는 고난에 대해 중점을 둔 것임을 기억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18
절에 우리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최고의 본보기를 봅니다. 18절을 이곳에 한자 한자 적으면
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감사하면서 숙고하십시오. I Peter 3:18-22 is all about our Lord Jesus
Christ. You will recall that the main focus of the previous verses has been on the Christian and the
suffering that can accompany our witness. In I Peter 3:18 we find the greatest example of suffering for
righteousness' sake. Gratefully consider Christ's suffering as you write verse 18 here phrase by phrase.

a.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 받으시고 죽으사
. 왜 주님은 이렇게 하셨습니까? 18b절에서 당신의 답을 적으십시오. Jesus Christ
suffered and died once for our sins – the just for the unjust. Why did He do this? Print your
answer from verse 18b.

(1) 이것에 대한 감사의 글을 적으면서 주님께 당신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Express your love and gratitude to the Lord by writing a sentence of thanksgiving for this.

도전질문:

라는 구절은 기술적인 표현으로
라
는 뜻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에베소서 2:18절과 히브리서 4:16절을 읽으십시오. 이 구
절들이 당신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Challenge: The phrase bring us to God is a technical term which means gain audience to the King. With this
in mind read Ephesians 2:18 and Hebrews 4:16. How do these verses speak to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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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드로전서 3:19,20절의 뜻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척 스미스 목사님은 예수님의 죽
으심과 부활사이에, 하나님의 약속된 구세주를 보기 전에 죽은 하나님의 신실한 신도들에게 구원을
선포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누가복음 16:19-31; 에베소서 4:8-10절). 이절들은 이생에서 그리스도
를 부인한 자들이 죽음 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진다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9:27절
은 이것을 어떻게 확인시킵니까? There are different opinions on the meaning of I Peter
3:19,20. Pastor Chuck believes that Jesus, between His death and resurrection, announced salvation to
the faithful followers of God who died before seeing God's promised Saviour (see Luke 16:19-31;
Ephesians 4:8-10). These verses do not teach that those who reject Christ in this life are given a second
chance after death. How does Hebrews 9:27 confirm this?

3. 베드로전서 3:20절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성품에 대해 숙고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이 오늘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Think about the awesome characteristic of God
revealed in I Peter 3:20. What does the longsuffering of God mean to you today?

4. 베드로전서 3:21절을 읽으십시오. 이 절을 마음에 두고 로마서 6:3-5절을 읽고 물침례가 무엇을
의
미하는지 요약하십시오. Read I Peter 3:21. With this verse in mind read Romans 6:3-5 and
summarize what water baptism represents.

제 5 일 : 베드로전서 3:22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I Peter 3:22
1. 오늘 우리는 부활하신 구세주에 관한 강력한 구절로 베드로전서 3장의 공부를 끝낼 것입니다. 베드
로전서 3:22절에서 주님에 관하여 무엇을 배웁니까? 셀라 Today we complete our study of I Peter 3
with a powerful verse about our risen Saviour. What do you learn about Him from I Peter 3:22? Selah

2. 이것에 대하여 아래의 절들이 무엇을 나타내는지 적으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깊이 생각하십시오. Contemplate what Christ is doing on the right hand of God as you
write what the following verses reveal about this:
a. 로마서 8:34b절
Romans 8:34b

b. 히브리서 9:24b절
Hebrews 9:2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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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이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을 나누십시오.
Share your response to this.

3.

의 구절에 집중하십시오. 베드로전서 3:22b절
에베소서 1:20-22(23)절이 이것에 대한 이해를 어떻게 넓혀줍니까? Focus on the phrase angels and
authorities and powers being made subject unto Him. IPeter 3:22b
How does Ephesians 1:20-22(23)
expand your understanding of this?

4.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심을 아는 것이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도움이됩니까?
How does knowing that Jesus has gone into heaven and is on the right hand of God minister to you
today?

,
.
And we all bow down,
kings will surrender their crowns
and worship Jesus.
-selected ♬

제 6 일 : 베드로전서 3:13-22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I Peter 3:13-22
1. 이번 주 베드로전서 3:13-17절의 공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심에 합당한 증인이 되는
데 도움이 될 무엇을 배웠습니까? What have you learned through your study this week of I Peter
3:13-17 that will help you be the witness God has called you to be?

2. 이번 주 공부에 비추어 아래의 구절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적으십시오.
In light of this week's lesson write what the following phrases say to you:
a.

followers of that which is good

b.

suffer for righteousness' s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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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e ready always to give an answer to every man

.

d.

Christ also hath once suffered for sins

3. 믿는 자들이
가운데서도 소망을 갖는 이유를 나누십시오.
Share a reason believers have hope in the midst of suffering for righteousness’ sake.
4. 베드로전서 3:18-22절에 대한 반응으로 예수님의 고난의 본과 그분의 영광을 기록하십시오.
In response to I Peter 3:18-22 record a way Jesus' example of suffering and His glory:
a. 격려가 되는 것
encourages you

b. 영감을 주는 것
inspires you

.

,

.
In Christ alone I place my trust
and find my glory in the power of the Cross.
In every victory, let it be said of me
my source of strength, my source of hope is Christ alone.
-sel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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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4:14:1-6 절
I PETER 4:1‐
4:1‐6
Lesson 13
제 1 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베드로전서 3:13-22 절을 복습하십시오. 이 구절들이 어떻게 당신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에
격려가 되었고 도전이나 영감을 주었습니까? Review I Peter 3:13‐22. How have these verses
encouraged, challenged or inspired you concerning your Christian witness?

2. 베드로전서 공부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한 주님의 크신 사랑과 희생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이 영광스러운 진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우리 마음속에 불러
일으킬 것입니다. 이번 주의 공부는 우리가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도와 줄 실제적인 교훈들을 제공
해줍니다. 베드로전서 4:1-6 절을 읽으십시오. 이절들에 간단한 제목을 주십시오.
Again and
again through our study of I Peter we have been reminded of the Lord’s great love and sacrifice for
us. This glorious truth should stir within us a desire to live a life that is pleasing to the Lord. This
week's lesson provides practical instructions to help us do this. Read I Peter 4:1‐6. Write a brief title
for these verses.

3. 기도는 성경공부에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갈망을 주님께 표현하는 기도를 쓰기 위해 지금 잠시 시간을 가지십시오. 당신의 공부와 관련하여
당신이 가지고 있을 어떤 구체적인 필요들을 포함하십시오. Prayer is an essential part of Bible
study. Take a few moments now to write a prayer to the Lord expressing your desire to understand
and apply His Word. Include any specific needs you may have in relationship to your lesson.

.

,

Then opened He their understanding,
that they might understand the scriptures.
누가복음 24:45

Luke 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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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일 : 베드로전서 4:1(2)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I Peter 4:1(2)
1. 베드로전서 전체를 통해 엮어져 있는 주제는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입니다. 베드로전서 4:1
절에서 믿는 자들은 주님의 고난과 그것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이
, 우리는
절은 베드로전서 3:18 절과 연관됩니다.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4:1b 절에 있는 다음의 권고를 완성하므로 답하십시오.
Christ's suffering for us is a prevalent theme woven throughout I Peter. In I Peter 4:1 believers are to
consider His suffering and the effect it should have on our lives. This verse relates to I Peter 3:18. In
recognition that Christ suffered for us, what are we to do? Answer by completing the following
exhortation from I Peter 4:1b:
너희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a______

y____________

l___________

w_______

t_____

s________

m________:

a. 이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받기를 준비하는 것에 대하여 당신에게 어떻게 말해줍니
까? How does this speak to you about being prepared and willing to suffer for Christ?

2. 척 스미스 목사는 말씀하시길,
고 하셨습니다. 아래의 각 절들이
에 대하여 나타내는 것을 요약하십
시오.
Pastor Chuck says: When believers suffer we are to have the mental attitude of Christ. Summarize
what each of the following verses reveal about the mind of Christ:
a. 요한복음 15:12,13 절
John 15:12,13

b. 빌립보서 2:(5,6)7,8 잘
Philippians 2:(5,6) 7,8

c. 히브리서 12:(1)2 절
Hebrews 12:(1)2

d. 당신은 오늘 주님의 본을 어떻게 따를 수 있습니까?
How can you follow His example today?

진보반: 베드로전서 4:1c 절에
에 대해 연구하고 이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Advanced Students: Research and give an explanation of I Peter 4:1c: for he that hath suffered in the flesh hath
ceased from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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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마서 6:6,7,11 절을 읽으십시오. 이 절들은 베드로전서 4:1c 절에 대한 어떤 추가의 깨달음을
줍니까? Read Romans 6:6,7,11. What additional understanding of I Peter 4:1c do these verses give
you?

4.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을 당하심이 고난에 대한 우리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줄
것 입니까? How should Christ's willingness to suffer for us affect our attitude toward suffering?

(

(

)

)
,

-

.

For whoever has suffered in the flesh (having the mind of Christ)
has done with (intentional) sin ‐ has stopped pleasing himself
and the world, and pleases God.
베드로전서 4:1c 절

I Peter 4:1c Amplified

제 3 일 : 베드로전서 4:(1)2 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I Peter 4:(1)2
1. 베드로전서 4:2 절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과 심령에 새겨야 합니다. 그것을 여기에 한자 한자
생각하며 기록하십시오.
I Peter 4:2 should be written on every Christian's mind and heart,
Thoughtfully record it here phrase by phrase.

a. 이것이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떤 면으로 당신에게 말해
해줍니까?
In what way does this speak to you about how we are not to use our time?

2.

...
라는 베드로전서 4:2a 절의 가르침
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에 관하여 아래의 절들로부터 당신이 얻는 깨달음을 기록하십시오.
Think about the following instruction: That he no longer should live . . . in the flesh to the lusts of men. I Peter
4:2a Record any insights you receive about this from the following verses:
a. 고린도후서 5:15 절
II Corinthians 5:15

b. 갈라디아서 5:24 절
Galatians 5:24

c. 갈라디아서 6:14 절
Galatians 6:14
베드로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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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행하는 것에 관하여 당신에게 무엇을 나타냅니까?
3. 로마서 12:1,2 절은
What does Romans 12:1,2 reveal to you about doing the will of God?

4. 오늘의 공부에 대한 반응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당신의 갈망과 헌신을
표현하는 기도를 주님께 쓰십시오. In response to today's study, write a prayer to the Lord expressing
your desire and commitment to live to please Him.

.
To be pleasing You, pleasing You
this is all I really want to do.
selected

제 4 일 : 베드로전서 4:3-5 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I Peter 4:3‐5
1.

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4:3 절에 다시 사용된 것을 주목 하십시오. 거듭나기 전에 우리는 죄 가
운데 행하는 것에 우리의
을 보냈습니다. 3 절은 믿는 자들의 이전의 삶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Notice the word time is used again in I Peter 4:3. Prior to being born again we spent our time walking in
sin. How does verse 3 describe these believers former life?

a. 3b 절을 NIV 성경에서 관찰하십시오:
분
.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에베소서 4:2224 절에서
믿는 자들에게 준 교훈을 요약하십시오. Observe verse 3a NIV: You have spent
enough time in the past doing what pagans choose to do. Summarize the instruction given to believers in
Ephesians 4:22‐24 concerning how we are to live now.

2. 베드로전서 4:4 절을 읽으십시오. 크리스천이 된 후 마음껏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연락과 우상
숭배를 즐기든 것을 멈춘 자들에게 옛 친구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Read I Peter 4:4. How do
old friends react to those who become Christians and stop indulging in unbridled immorality, lust,
drunkenness, partying and idol worship?

a.

만일 당신이 이것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이것에 대해 간단히 기록하십시오.
If you have experienced this, write a brief account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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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드로전서 4:4 절을 NLT 성경에서 관찰하십시오:

. 그들의
조롱과 비방에 대해 무엇이 가장 좋은 반응인지를 아래의 절들에서 상기하십시오. Observe l Peter
4:4 NLT: Of course, they will be very surprised when you no longer join them in the wicked things they do, and
they say evil things about you. Recall from the following verses what the best reaction would be to their
ridicule and slander:

a. 베드로전서 2:21-23 절
I Peter 2:21‐23

b. 베드로전서 3:15 절
I Peter 3:15

4. 베드로전서 4:5 절을 읽으십시오. 이 절에 있는 단어
경건하지 못한 행위와 비방하던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
하게 될 것입니까? Read I Peter 4:5. The word Who in
this verse refers to those who walk in ungodly behavior and slander. To Whom will they give an
account?

a. 이것을 아는 것이 크리스찬들이 그들의 이전 삶에서 알던 친구들의 비난을 견디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겠습니까? How should the awareness of this help Christians endure insults by friends
from their former life?

.
Those who do not accept Him as their Saviour
must face Him as their Judge.
‐selected

제 5 일 : 베드로전서 4:6 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I Peter 4:6
1. 베드로전서 4:6 절을 읽으십시오. 척 스미스 목사님은 이 절을 베드로전서 3:19 절과 연결합니다.
척 목사님은 그리스도께서 지구의 낮은 곳(
)으로 내려가셔서
자들에게 (
. 히브리서 11:13 절)전파하셨다고
가르치십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전파되었습니까? 베드로전서 4:6 절에서 답하십시오. Read I
Peter 4:6. Pastor Chuck links this verse with I Peter 3:19. He teaches that Christ descended into the
lower parts of the earth (hades) and preached to those who died in faith (not having received the promises,
but having seen them afar off, and were persuaded of them Hebrews 11:13). What was preached to
them? Answer from I Peter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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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

이란
십시오.

이란 뜻입니다. 로마서 1:16 절을 사용하여 그것이 왜
Gospel means good news. Use Romans 1:16 to explain why it is good news.

인지 설명하

고린도전서 15:(1a)3b, 4 절에 의하면
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essence of the gospel according to I Corinthians 15:(1a)3b,4?

a. 언제 어떻게
이 당신에게 전파 되었습니까?
When and how was the gospel preached to you?

3.

은 듣고 믿는 자들에게 마땅히 영향이 있어야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후의 당신의 삶
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변화가 당신에게 일어났습니까?
The gospel should have an effect on
those who have heard and believed. Think about your life before and after Christ. What changes have
occurred?

.
Only let your conduct
be worthy of the gospel of Christ
빌립보서 1:27a

Philippians 1:27a NKJV

제 6 일 : 베드로전서 4:1-6 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I Peter 4:1‐6
1. 이번 주 공부가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당신의 갈망과 헌신을 강하게 해 주었습니까?
How has this week's study strengthened your desire and commitment to please the Lord?

2.

에 대해서 당신이 배운 것을 상기하십시오.
Recall what you learned about the mind of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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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에 대하여 어떤 면으로 아래의 문구들이 당신에게 말해줍니까?
In what way do the following phrases speak to you about the way a Christian should live:
a.

(베드로전서 4:2 절)
to the will of God (I Peter 4:2)

b.
that you run not with them to the same excess (I Peter 4:4)

4.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심판자이심을 아는 것이 불신자들로부터 오는 조롱을 잘 견디도록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How should the realization that God is the Judge of all help us to
withstand ridicule from unbelievers?

이 당신에게 오늘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누십시오.
5. 그리스도의
Share what the gospel of Christ means to you today.

,

,

,

,

,
.

Breathe into my life, Lord,
so that I might live devoted so completely
a servant's heart within.
Speak Your will to me, Your purpose;
make my heart Your dwelling place,
set apart for You, Lord, willing to obey.
‐select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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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4:74:7-11 절
I PETER 4:7‐
4:7‐11
Lesson 14
제 1 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베드로전서 4:1-6 절을 복습하십시오. 지난주의 공부나 강의가 어떻게
원하는데 영향을 주었습니까?
Review I Peter 4:1‐6. How has last week's lesson or lecture
affected the way you want to live the rest of your time?

2. 만일 당신이 주께서 오늘 오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주
우리가 공부할 구절들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나타냅니다. 베드로전서 4 장 7-11 절을 읽으십시오. 오늘 당신에게 눈에 띄는 교훈
이나 권고를 적고 왜 그런지 말하십시오.
If you knew the Lord was coming today, what would you
want to be doing? Every verse in our study this week reveals what the Lord wants us to do while
we await His return. Read I Peter 7‐11. Record an instruction or exhortation that stands out to
you today and tell why.

3. 주님 말씀 안에서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 배우고 자라기를 원하는 당신의 소원을 주님께 표현하는 기도를
쓰면서 당신의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기를 또한 구하십시오. 이곳에
당신의 기도를 적으십시오.
Begin your study by writing a prayer to the Lord expressing your
desire to learn and grow through your time in His Word. Ask Him also to enable you to apply what
you learn. Write your prayer here.

,
Take ye heed,
watch and pray:
for ye know not when the time is.

.

Mark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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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일 : 베드로전서 4:7 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I Peter 4:7
1. 베드로전서 4:7a 절은 우리 모두를 일깨워 주는 말씀입니다. 7a 절을 크게 쓰면서 베드로의 선언을
심각하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I Peter 4:7a is a wake‐up call for all of us. Seriously
consider Peter’s declaration as you print verse 7a in all caps.

a.

은 주님의 재림을 가리키고
는 바로 가까이에 왔음을 의미합니다. 이 편지를 쓴 후
곧 베드로는 지상에서의 삶이 끝났습니다. 척 목사님은 :
고 말합니다. 매일 예수님을 만날 기대 가운데 살도록 무엇이 당신을 도와줍니까?
The end refers to the coming of the Lord and at hand means near. Within a short time after
writing this letter Peter's earthly life ended. Pastor Chuck says: We all live one breath away
from eternity. What helps you live each day with the expectation of seeing Jesus?

b.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베드로후서 3:8,9 절은 당신에게 어떤 깨달음을 줍니까?
What understanding does II Peter 3:8,9 give you concerning His coming?

2.

는 것을 알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한다고 베드로전서 4:7b 절은 말합니까?
Knowing that the end of all things is at hand, what does I Peter 4:7b tell us we should be doing?

a.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바울의 경고와 지시에 대해 생각하고 아래의 구절들에서 당신이 배우는 것을
요약하십시오. Think about Paul's warning and instruction concerning Christ's return and
summarize what you learn from the following verses:
(1.) 로마서 13:11-14 절
Romans 13:11‐14
(2.) 데살로니가전서 5:6-8 절
I Thessalonians 5:6‐8
(3.) 마가복음 13:33 절
Mark 13:33

3. 오늘 공부하는 구절들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당신에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말씀해 줍니까?
How do the verses in today’s study speak to you personally as you wait for His re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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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는 것을 인식할 때 마음에 어떤 염려가 생깁니까? 베드로전서 4:7c 절의
지시를 따르고 당신의 염려를 주께 맡기십시오. 이곳에 당신의 기도를 쓰십시오. What concerns come
to mind when you realize the end of all things is at hand? Follow the instruction in I Peter 4:7c and
commit your concerns to the Lord. Write your prayer here.

!
Soon and very soon
we are going to see the King!
‐selected ♬
제 3 일 : 베드로전서 4:8,9 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I Peter 4:8,9
1.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의 대인관계에 영향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것에 대해
베드로전서 4:8 절에 말했습니다. 그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Jesus is coming soon! The awareness
of this should affect our relationships. Peter addressed this in I Peter 4:8. What did he say?

a.

라는 단어는 이 권고에 어떤 중요성을 줍니까? (베드로전서 1:22b 절을 보십시오.)
The word charity means love. What dimension does the word fervent give to this
exhortation?
(See also I Peter 1:22b.)

2. 베드로의
란 말을 통하여
의 중요성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것에 관하여 아래의 절들이
나타내는 것을 요약하십시오. Consider the importance of love through Peter’s statement: above all
things. Summarize what the following verses reveal about this:
a. 마태복음 22:36-40 절
Matthew 22:36‐40

b. 고린도전서 13:(4-8a)13 절
I Corinthians 13:(4‐8a)13
c. 요한일서 4:7,8 절
I John 4:7,8
d.

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을 보여줄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제시하십시오.

Love is demonstrated through action. Suggest a few ways we can show love.

베드로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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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드로는 잠언 10:12b 를 베드로전서 4:8b 절에

인용했습니다. 확대성경에서 8 절을 관찰하십시오:

.

.

.

이런 종류의 사랑은 우리의 대인 관계에 어떤
Peter quoted Proverbs 10:12b in I Peter 4:8b. Observe verse 8 from the

영향을 주겠습니까?
Amplified Bible: Above all things have intense and unfailing love for one another, for love covers a
multitude of sins – forgives and disregards the offenses of others. What influence would this kind of
love have on our relationships?

4. 베드로전서 4:9 절에 의하면 어떤 실제적인 방법으로 믿는 자들이 서로를 사랑하도록 격려했습니까?
In what practical way are believers encouraged to love one another according to I Peter 4:9?
a. 이것을 어떠한 태도로 하여야 하는지 주목하십시오. 왜 이것이 그리도 중요합니까?
Notice the attitude in which this should be done. Why is this so important?

제 4 일 : 베드로전서 4:10 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I Peter 4:10
1.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까지 모든 믿는 자들은 베드로전서 4:10 절에 주어진 교훈을 알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0 절은 신자들 각 개인이 분명히 적용해야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적용했을 때 지역
교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될 것입니다. 아래의 10 절을 완성하면서 이것에 대해 깊이 생각하십시오.
Until Christ returns every believer needs to know and apply the instruction given in I Peter
4:10. Verse 10 not only has clear application for individual believers but when applied will have a
direct effect on the local church. Think about this as you complete the following phrases from
verse 10:
a.

b.

c.

As every man

even so

as good

2.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다른 사람들을 섬기도록 각 믿는 자를 신령한 은사들이나 재능들로 갖추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4:10a 절에서 단어
앞에 있는 관사 the 는 a 가 맞습니다. 아래의 성경 말씀
씀에 언급된 특유한 은사들을 몇 개 나열하십시오.
God equips each believer with spiritual gifts or
talents to serve Him and others.
In I Peter 4:10a the article the before the word gift should
be a. From the following scriptures list a few of the specific gifts that are mentioned:
a. 로마서 12:6-8 절
Romans 12:6‐8

베드로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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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고린도전서 12:8-11 절
I Corinthians 12:8‐11

c. 에베소서 4:11 절
Ephesians 4:11

d. 고린도전서 13:1-3 절로부터 신령한 은사들에 관하여 무슨 중요한 진리를 배웁니까?
What important truth do you learn about spiritual gifts from I Corinthians 13:1‐3?

3. 믿는 자들은
그들의 은사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4:10 절)
는 말은
을 의미합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방법으로 서로 섬겨야 합니까? 에베소서 4:12,13 절에서
답하십시오.
Believers are to use their gifts to minister the same one to another (I Peter 4:10). The
word minister means serve. Why are we to serve one another in this way? Answer from
Ephesians 4:12,13.

4. 베드로전서 4:10b 절에 있는
라는 문구에 집중하십시오.
는 그의 주인이 자기 집안에 관한 모든 일을 맡긴 종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2 절에서
에
대해 무엇을 배웁니까?
Focus on the phrase in I Peter 4:10b: as good stewards of the manifold
A steward was a servant to whom his master entrusted everything concerning his
grace of God.
household. What do you learn about stewards from I Corinthians 4:2?

진보반 문제: 마태복음 25:14-29 절에 있는 비유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간단히 쓰십시오.
Advanced Students: Write a brief account of Jesus' parable in Matthew 25:14‐29.

5. 오늘의 공부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재능이나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어떻게 당신에게 말
씀해 주셨습니까?
How has today's study spoken to you about using the talents or gifts God has
given to you?

.
By love serve one another.
갈라디아서 5:13 b

베드로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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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일 : 베드로전서 4:11 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I Peter 4:11
1. 베드로전서 4:11 절에서 베드로는 신령한 은사들에 관한 지시를 계속했습니다. 이것을 11a 절에서
다음의 문구들을 완성하면서 관찰하십시오.
In I Peter 4:11 Peter continued his instruction
concerning spiritual gifts. Observe this by completing the following phrases from verse 11a:
a.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If any man speak
b. 누가 섬기려거든 (봉사하려면)
if any man minister (serve)

(1.) 우리가 섬기는데 이것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Why is it important to remember this as we serve?

2. 베드로전서 4:11c 절에서 아래의 빈 칸을 채우면서 크리스찬 사역을 위한 궁극적인 목적을 생각하세요.
Consider the ultimate purpose for Christian ministry by filling in the blanks from I Peter 4:11c:
이는 _______ ____에 _______ ____________로 말미암아 _________께서 _______을 받으시게 하려함이니,
그 분께 _________과 __________가 영원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that _______ in _____ ___________ may be _____________ through _________ ___________, to Whom
be ___________ and ________________ for ever and ever. Amen.

a. 이 구절은 당신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가져야할 동기에 관하여 어떻게 당신에게 말해줍니까?
How does this verse speak to you about the motive you should have as you serve others?

(1.) 하나님께 영광이 가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What can we do to insure that the glory goes to God?

3. 마태복음 5:16 절에 의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됩니까?
How is God glorified according to Matthew 5:16?

4.

. . .
라는 구절에 다시 한 번 집중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이 시각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Focus once more on the
phrase: that God in all things may be glorified. How can we keep this perspective in everything
we do?

베드로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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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In my life, Lord, be glorified, be glorified.
In my life, Lord, be glorified today.
In Your Church, Lord, be glorified, be glorified.
In Your Church, Lord, be glorified today!
‐selected

♬

제 6 일 : 베드로전서 4:7-11 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I Peter 4:7‐11
1. 베드로전서 4:7a 절에 비추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준비를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In light of I Peter 4:7a, what are you doing to be ready for the Lord's return?

2. 베드로전서 4:7-9 절의 공부를 통하여 아래에 대해서 당신이 배운 것을 회상하십시오.
Recall something you learned through your study of I Peter 4:7‐9 about:
a.

prayer

b.

love

c.

hospitality

3. 베드로전서 4:10,11 절에서 아래의 구절에 관한 간단한 견해를 쓰십시오.
Write a brief comment about the following phrases from I Peter 4:10,11:
a.

.
minister one to another

b.

as good stewards

c.

.

do it as of the ability which God giveth

베드로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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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번 주의 공부에 있는 실제적인 교훈이 어떤 면으로 당신에게 도전 또는 격려가 되었습니까?
In what way has the practical instruction in this week's lesson challenged or encouraged you?

5. 베드로전서 4:11 절의 끝맺는 말에 대한 반응으로 이 공부를 찬양으로 끝내십시오. 당신 자신의 말로
(
29:2). 이곳에 당신의 찬양을 쓰십시오.
In response to the closing declaration of I Peter 4:11, complete this lesson with praise. In your own
words ascribe to the Lord the glory due His Name (Psalm 29:2 NIV). Write your praise here.

.
.
To the only wise God our Saviour,
be glory and majesty, dominion and power,
both now and ever. Amen.
유다서 25 절

베드로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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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4:124:12-19 절
I PETER 4:12‐
4:12‐19
Lesson 15
제 1 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베드로전서 4:7-11 절을 복습하십시오. 이절들이 어떤 면으로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정말로 중요한
것을 위해 살도록 당신의 갈망을 증가시켜주었습니까? Review I Peter 4:7‐11. In what way
have these verses increased your desire to live for what really matters until Christ's return?

2. 왜 우리는 시련당하는 것을 이상히 여깁니까? 시련이 삶의 현실이지만 그것들은 자주 우리가 방심
한 틈을 타 엄습합니다. 베드로전서 4:12-19 절은 어떻게 시련들을 준비하며, 어떻게 시련들을
통과하고, 그런 후에도 여전히 확고부동하게 서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우리는 시련들을
통해서 오는 영광스러운 유익들에 관하여도 배울 것입니다. 이절들을 읽고 시련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을 격려할 한 구절 또는 절을 택하십시오. Why are we surprised by trials? Even
I Peter 4:12‐19 teaches us
though trials are a reality of life, often they catch us off guard.
how to prepare for trials, how to walk through them and remain steadfast. We will also learn
about the glorious benefits that come through trials. Read these verses and choose a phrase
or verse that would encourage a Christian who is in a trial.

3. 이 유익한 절들로부터 최상의 것을 얻기 위하여 기도로 당신의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공부를
통하여 당신에게 가르쳐 주시고 당신이 배운 것을 적용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께 구하십시오. 이곳
에 당신의 기도를 적으십시오.
To receive the most from these beneficial verses begin your
study with prayer. Ask the Lord to minister to you through your lesson and help you apply
what you learn. Write your prayer here.

,
Many are the afflictions of the righteous:
but the LORD delivereth him
out of them all.
시편 34:19 절

.

Psalm 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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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일 : 베드로전서 4:12,13 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I Peter 4:12,13
1. 베드로는 고난의 주제를 매우 사랑스러운 말로 소개했습니다. 이곳에 베드로전서 4:12a 절을 적으십
시오.
Peter introduced the subject of suffering with an extremely endearing term. Print it
here from I Peter 4:12a.

a. 예레미야서 31:3 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서 어떻게 나타나있습니까?
What is revealed about God’s love in Jeremiah 31:3?

b. 특히 당신이 시련 가운데 있을 때 주께서 당신을 사랑하심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Why is it important to know the Lord loves you, especially when you are in a trial?

2. 때때로 시련에 대한 우리의 첫 반응은 깜짝 놀라거나 충격을 받고 “왜?”라고 우리는 질문합니다. 베
드로전서 4:12 절에 있는 베드로의 권고가 이것에 대해 어떻게 대답합니까?
Frequently our
initial reaction to a trial is surprise or shock and we question “why?” How would Peter’s
exhortation in I Peter 4:12 answer this?

a.

은 금이나 은을 정제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은
본래는 불신자들로부터 받는 핍박을 다루고 있지만, 이 가르침은 모든 시련에 유익합니다. 하나
님께서 우리를 정금같이 나아오게 하기 위하여 시련을 사용하심을 아는 것이 어떻게 시련의 때
에 여전히 확고부동하고 신실할 수 있도록 영향을 줍니까?
Fiery trial refers to the process
of refining gold or silver. Although the fiery trial which is to try you deals primarily with
persecution from unbelievers, this instruction is valuable for any trial. How would knowing
God uses trials to refine us affect our ability to remain steadfast and faithful in times of
suffering?

b. 시련을 당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전서 4:13a 절은 우리가 가져야할 태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When experiencing a trial what attitude does I Peter 4:13a tell us we should have?

(1.)

베드로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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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James 1:2‐4 why can we rej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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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드로전서 4:13b 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이유를 쓰십시오.
Write the reason we are to rejoice from I Peter 4:13b.
a. 아래의 절들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예하는 것으로 오는 유익을 기록하십시오.
Record the benefits of sharing in Christ’s sufferings from the following verses:
(1.)

베드로전서 4:13c 절
I Peter 4:13c

(2.)

로마서 8:17 b 절
Romans 8:17b

(3.)

고린도후서 4:17 절
II Corinthians 4:17

(4.)

빌립보서 3:10 절
Philippians 3:10

(5.)

디모데후서 2:12a 절
II Timothy 2:12a

4. 오늘의 공부로부터
당신을 도와줄 어떤 격려를 받았습니까? 베드로전서
4:13c What encouragement have you received from today's study that will help you be glad
also with exceeding joy? I Peter 4:13c

.
In every trial we have the opportunity to glorify Christ
and be purified so we reflect His likeness more and more.
‐selected

제 3 일 : 베드로전서 4:14-16 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I Peter 4:14‐16
1. 베드로전서 4:14 절에서 우리는 크리스찬을 위한 예기치 않은 복의 근원을 발견합니다. 14 a 절을
자신의 말로 쓰십시오.
In I Peter 4:14 we find an unexpected source of blessing for the
Christian. Write verse 14a in your own words.

a. 왜 믿는 자가
(모욕 또는 멸시)
(최고의 축복)이 있습니
까? 14 절에서 아래의 구절을 완성하면서 답하십시오.
Why can a believer be happy
(supremely blessed) if reproached (insulted or scorned) for the name of Christ? Answer
by completing the following phrase from verse 14:
이는 ________의 영 곧 _____________ 의 영께서 너희 위에서 _________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

for the spirit __________
베드로전서

and of

________

_____________

upon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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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마태복음 5:10-12 절이 14a 절을 어떻게 지지합니까?
How does Matthew 5:10‐12 support verse 14a?

c. 14 절의 마지막 문구에 있는 대조를 보십시오.(킹 제임스성경 참조) 당신은 무엇을 봅니까?
Consider the contrast in the last phrase of verse 14. What do you see?

2. 베드로전서 4:15 절은 믿는 자들에게 경고를 줍니다. 그것을 이곳에 쓰십시오.
I Peter 4:15 gives believers a warning. Write it here.

a.

이란
, 즉
는 의미입니다.
를 살인자들, 도둑들 그리고 악행 하는 자들과 함께 나열된 것을 주목하십시오. 왜
이 그리도 무서운 죄입니까? Busybody means meddler; self appointed overseer
in other men's matters. Notice busybody is listed with murderers, thieves and
evildoers. Why is being a busybody such a terrible sin?

3. 베드로전서 4:16 절은
자들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What instruction does I Peter 4:16 give to those who suffer as a Christian?

a.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많은 믿는 자들의 예를 기록
합니다. 오늘 특히 당신에게 축복이 된 한 가지의 간증을 간단히 나누십시오.
Both the Bible
and Christian history records many examples of believers who glorified God through
persecution and suffering. Share a brief testimony of one that especially blesses you today.

,

,

.

Jesus, we love You,
we worship and adore You.
Glorify Thy name in all the earth.
‐selected ♬

.

제 4 일 : 베드로전서 4:17,18 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I Peter 4:17,18
1. 베드로전서 4:17,18 절에서 베드로는 신자와 불신자를 비교했습니다. 다음에 관하여 각 구절들로
부터 진술 또는 질문을 쓰십시오.
In I Peter 4:17,18 Peter contrasted believers with
unbelievers. Write the statement or the question from each of these verses about:
베드로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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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믿는 자들
believers

b. 믿지 않는 자들
unbelievers
2. 베드로전서 4:17a 절에 있는
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정화시키는 연단을 가리킵니다. 믿는 자들
의 심판과 불신자들의 심판을 아래의 도표를 통하여 대조하십시오.
The judgment in I Peter
4:17a refers to the purifying discipline of God’s children. Contrast the judgment of the
believer with the judgment of unbelievers through the following chart:
(Believer's Judgment Now)

(Unbeliever's Judgment Eternally)

a. 히브리서 12:6; 10b, 11 절
Hebrews 12:6,10b,11

데살로니가후서 1:8,9 절
II Thessalonians 1:8,9

b. 요한계시록 3:19 절
Revelation 3:19

로마서 2:8,9 절
Romans 2:8,9

라는 단어는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3. 베드로전서 4:18 절에 있는
삶을 정화시키기 위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강력한 방법, 다시 말하자면 핍박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전서 1:6,7 절은 핍박받는 신자를 어떻게 격려하겠습니까?
The word scarcely in I Peter
4:18 means with difficulty. This refers to the drastic means, namely persecution and suffering,
which were allowed by God to purify the lives of His children. How would I Peter 1:6,7
encourage a persecuted believer?

4. 다음의 인용문을 숙고하십시오:

? 불신자의 심판에 대한 현실이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도하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도록 어떻게 강요합니까?
Consider the following quote: If the righteous need disciplinary judgments, how much more
will the unrighteous merit the wrath of God Whose offer of righteousness they have
rejected? How does the reality of the unbeliever's judgment compel you to do everything you
can to reach the lost?

a. 당신이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나누십시오.
Share ways you can do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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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This life is all the believer will know of hell.
It is all the unbeliever will know of heaven.
Selah ‐ pause and think about this.

제 5 일 : 베드로전서 4:19 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I Peter 4:19
1. 베드로전서 4:19 절은 모든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알고 적용하여야할 말씀입니다. 이
절을 이곳에 한자 한자 적으십시오.
I Peter 4:19 is a scripture that every suffering Christian
should know and apply. Print this verse here phrase by phrase.

a.

이라는 구절에 중점을 두십시오. 이 말씀이 크리스찬은 절대
고난을 받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어떻게 논박합니까? Focus on the phrase suffer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How does this refute the teaching that a Christian should never have to
suffer?

b.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 아닌, 우리가 자신에게 어떻게 고난을 가져올 수 있는지 설명하십시오.
Explain how we might bring suffering on ourselves that is not according to God’s will.

2.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을 때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도와주시며 잘
통과 하도록 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4:19b 절에서
답하십시오.
God wants to strengthen us, help us and carry us through when we suffer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What is our part? Answer from I Peter 4:19b.

a. 단어
를 정의하십시오. (원하신다면 비슷한 말을 사용하십시오)
Define the word commit. (Use synonyms, if you desire.)

b. 19 절에서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잠시 숙고하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이심을
아는 것이 이절에서 준 교훈을 당신이 적용하도록 어떻게 도와줍니까?
Consider for a
moment the description of God in verse 19. How would knowing that He is your faithful
Creator help you apply the instruction in this 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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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베드로전서 4:19TLB
이 의미하는 것에 대한 예를 들어보십시오. So, if you are suffering according to God's
will, keep on doing what is right and trust yourself to the God Who made you, for He will never
fail you. I Peter 4:19 TLB Give an example of what it would mean to keep on doing what is right.

...

,

. . .for I know Whom I have believed,
and am persuaded that He is able to keep
that which I have committed unto Him against that day.

.

II Timothy 1:12b

제 6 일 : 베드로전서 4:12-19 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I Peter 4:12‐19
1. 이번 주 베드로전서 4:12-19 절에 대한 공부의 반응으로 아래의 문장들을 완성하십시오.
In response to your study of I Peter 4:12‐19 this week complete the following sentences:
a. 내가

에 대해 배운 것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have learned that fiery trials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b. 핍박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도록 믿는 자의 삶에 허락된 것이었다.
Persecution is allowed in the believer’s life to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c. 나는 이런 시련들 가운데서도 즐거워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 am enabled to rejoice in these trials because
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으로 인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크리스찬에게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 습니까?
How would you answer a Christian who was questioning God's love for
them because of a fiery trial?

3. 이번 주 공부를 통하여 당신이 시련을 위해 준비하고, 잘 통과하고 여전히 견고히 설 수 있도록
당신을 도와줄 무엇을 배웠습니까? What did you learn from this week’s lesson that will help
you to prepare for, walk through, and remain steadfast in trials?

4. 당신을 즐겁고 기쁘게 할 고난과 시련들에 대한 몇 가지 유익들을 상기하십시오.
Recall a few of the benefits of suffering and trials that cause you to rejoice and be glad.

5. 이번 주 공부가 어떤 면으로 도움이 되었습니까?
In what way has your study this week:
베드로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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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도전이 된 것
challenged you
b. 위로가 된 것
comforted you
c. 변화를 준 것
changed you

,

.

,

,
.
In the shelter of Your Presence, in the safety of Your arms,
I will make Your love my refuge, from all harm, from all harm.
I will cast my cares upon You, find Your peace in every storm,
in the shelter of Your presence, in the safety of Your arms.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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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5:15:1-7 절
I PETER 5:1‐
5:1‐7
Lesson 16
제 1 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베드로전서 4:12-19 절을 복습하십시오. 지난주의 공부가 시련을 받아들이고 참고 견디도록
당신을 도와준 면을 나누십시오.
Review I Peter 4:12‐19. Share a way last week's study
will help you to accept and persevere in a trial.

2. 이번 주는 교회를 위한 베드로의 애정 깊은 관심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의 조언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 장에 있는 지시는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하여 배운 교훈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1-7 절을 읽고 특별히 당신에게
감동이 되는 구절이나 절을 적으십시오.
This week we will be blessed by Peter's loving
concern for the Church and his reminder of the Lord’s return. The instruction in I Peter 5 was
borne out of the lessons Peter had learned through personal experience with Jesus. Read I
Peter 5:1‐7 and write a phrase or verse that particularly impresses you.

3. 기도를 씀으로 베드로전서 5:1-7 절의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공부에 관련하여 당신의 깊은 갈망과
최상의 필요를 주께 구하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에 대해 감사하십시오. 여기
에 당신의 기도를 적으십시오. Begin your verse by verse study of I Peter 5:1‐7 by writing a
prayer. Express to the Lord your deepest desire and greatest need in relationship to your
lesson. Thank Him for hearing and answering your prayer. Write your prayer here.

Casting all your care upon Him;
for He careth for you.
베드로전서 5:7

;
.

I Peter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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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일 : 베드로전서 5:1-3 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I Peter 5:1‐3
1. 베드로전서 5 장은 믿는 자들을 위하여 베드로가 가졌던 진정한 목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1-4 절
에서 그는 교회를 돌보는데 관한 중요한 교훈들을 주었습니다. 이 교훈을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1a 절 I Peter 5 reveals Peter had a genuine pastor's heart for believers. In verses 1‐4 he gave
key instructions concerning care of the Church. To whom is this instruction given? verse 1a

a.

는
를 뜻하고 이것은 오늘날
와 같은 말입니다. 베드로는 1 절에서 자신의
Elder refers to an overseer and is equivalent to today's
신분을 어떻게 밝혔습니까?
pastor. How did Peter identify himself in verse 1?

(1.) 겟세마네 동산에서와 주님의 재판 동안과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는
이 된다는 것이 어떠했겠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을 통하여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4:(19)20 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Think about what it must have been like to be a witness of the sufferings of Christ in
the Garden of Gethsemane, during His trial and crucifixion. Through this Peter
became a witness for Christ. What did Peter declare in Acts 4:(19)20?

을 얼핏 보았습니다. 마가복음 9:2-7 절과 베드로후서
이 엄청난 사건을 묘사하십시오. Peter caught a glimpse of
the glory that shall be revealed. Read Mark 9:2‐7 and II Peter 1:16,17. Describe
this extraordinary event.

(2.) 베드로는
1:16-17 절을 읽으십시오.

2. 베드로의 자격으로 그는 장로들에게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권위를 행사하기
보다는 그들을 권고(강하게 격려했다)했습니다. 베드로전서 5:2a 절에 의하면 그는 그들에게 무엇
을
했습니까?
With Peter’s credentials he could have ordered or commanded these
elders. Rather than exerting authority over them, he exhorted (strongly encouraged)
them. What did he exhort them to do according to I Peter 5:2a?

a.

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라는 의미입니다.
가 그의 양을 돌보는 것과
가 그의 회중을 돌보는 것의 몇 가지 유사점을 묘사하십시오. The word feed literally
means to tend as a shepherd. Draw a few parallels from the shepherd tending his sheep
and the pastor tending his congre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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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요한복음 21:15-17 절을 읽고
에 대한 베드로의 권고의 근원을
따라 가십시오. Read John 21:15‐17 and trace the roots of Peter's exhortation to feed the
flock of God.

3. 베드로는 이

(목사들)에게 썼습니다:
(베드로전서 5:2a NIV).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 하여야 했습니까? 베드로
전서 5:2b,3 절에서 답하십시오. (원한다면 다른 번역들을 사용하십시오.) Peter wrote to these
elders (pastors): Be shepherds of God's flock that is under your care, serving as overseers (I
Peter 5:2a NIV). How were they to do this? Answer from I Peter 5:2b,3. (Use other versions
if you desire.)

a. 마가복음 10:42-45 절에서 지도력에 관하여 어떤 추가의 원칙이 주어졌습니까?
What additional principles concerning leadership are given in Mark 10:42‐45?

4. 베드로전서 5:2a, 3 절에서 믿는 자들을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자들”로 되어있음)로 묘사된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것이 어떤 면으로 당신을
격려합니까? Notice believers are described in I Peter 5:2a,3 as the flock of God and God's
heritage. In what way does this encourage you?

제 3 일 : 베드로전서 5:4 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I Peter 5:4
1.

과 주님의 재림이 베드로전서 5:4 절의 초점입니다. 하나님의 양 무리를 신실하게 돌본 목사
들에게 무슨 상이 주어질 것입니까?
The Chief Shepherd and His return is the focal point of
I Peter 5:4. What reward will be given to pastors who faithfully tend God’s flock?

라는 구절에 집중하십시오. 이것이 어떻게 오늘
a. 당신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에게 축복이 됩니까? Center your mind and heart on the phrase: when the Chief
Shepherd shall appear. How does this bless you today?

진보반 문제: 베드로전서 5:4b 절은 상으로
을 언급합니다. 상급으로 주어질
을
찾아보고 당신이 발견한 것에 대한 간단한 보고서를 쓰십시오.
Advanced Students: I Peter 5:4b mentions a crown of glory as a reward. Research the topic of
crowns given as rewards and write a brief report on your findings.

베드로전서

16-3

2. 우리의 목자로서의 예수님의 초상화는 성경에서 가장 의미 있는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아래의
구절들로부터 당신의 목자에
The portrayal of
목자 관하여 은혜가 되는 몇 가지의 진술을 택하십시오.
Jesus as our Shepherd is one of the most meaningful images in the Bible. From the following
verses choose a few statements about your Shepherd that minister to you:
a. 시편 23:1-6 절
Psalm 23:1‐6
b. 이사야서 40:11 절
Isaiah 40:11

c. 마태복음 18:11-14 절
Matthew 18:11‐14
d. 요한복음 10:11,14 절
John 10:11,14
3.

께서 곧 오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매일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도록 당신에게 동기를 줍니까?
The Chief Shepherd is coming soon! How does this motivate you to love and follow Him each day?

제 4 일 : 베드로전서 5:5,6 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I Peter 5:5,6
1. 베드로전서 5:5,6 절에 있는 교훈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1-4 절에서
에게
말 한 후 베드로는 5a 절에서
들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교훈에 다른 사람들도
포함시켰 습니다. 5 절을 한자 한자 적으면서 이것을 관찰하십시오.
The instructions in I Peter
5:5,6 are essential for Christian living. After addressing the elders in verses 1‐4, Peter
directed verse 5a to the younger. Peter extended his instruction to include others. Observe
this by writing verse 5 phrase by phrase.

a.

. 아무도 이 권고로부터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이 권고에 왜
을 연관시킵니까? Yea, all of you be subject (submit) one to another. No one is exempt
from this. Why is humility linked to this exhortation?

(1.)

빌립보서 2:3 절에서
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배웁니까?
What do you learn about humility from Philippians 2:3?

b.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겸손으로 옷 입으셨던 것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요한복음 13:3-17 절에
있는 주님의 본이 어떻게 우리에게 겸손하게 섬기도록 강권합니까?
Peter was present
when Jesus clothed Himself with humility. How should His example in John 13:3‐17 press
us to humble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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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드로전서 5:5c 절:
의
...
는 교만한 자들을
하시거나
구절에 집중하십시오.
는 의미입니다. 그 반면에
에게는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Focus on the phrase
from I Peter 5:5c: God resisteth the proud, and giveth grace to the humble. God resisteth means He opposes or
sets Himself against the proud. In contrast, what is promised to the humble:
a. 잠언서 3:34 절
Proverbs 3:34
b. 잠언서 29:23 절
Proverbs 29:23
c. 이사야서 57:15 절
Isaiah 57:15
d. 누가복음 18:(9-13)14 절
Luke 18:(9‐13)14
3. 베드로전서 5:6 절을 여기 기록하면서 이 구절의 교훈과 약속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Think about the instruction and promise of I Peter 5:6 as you record this verse here.

a. 6b 절의 약속을 마음에 두고 야고보서 4:10 절을 읽으십시오. 이 약속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
합니까? With the promise of verse 6b in mind read James 4:10. What do these promises mean to
you?
4. 오늘의 공부에 비추어 왜 겸손한 태도가 그리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In light of today’s study, why do you think a humble attitude is so important?

제 5 일 : 베드로전서 5:7 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I Peter 5:7
1. 베드로전서 5:7 절은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잘 알려진 구절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을 잘 잊어버립니다. 이곳에 7 절을 깊이생각하며 적으므로써 오늘의 공부를 시작하십시오.
Although I Peter 5:7 is one of the most familiar verses in I Peter, we often forget to apply it.
Begin today's lesson by thoughtfully printing verse 7 here.

a. 이것이 어떤 확신과 위로를 당신에게 줍니까?
What assurance and comfort does this give you?

b. 시편 55:22 절은 이 절에 무엇을 더 해 줍니까?
What does Psalm 55:22 add to this 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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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드로가 이 편지에 말한 크리스찬들은 그들을
(근심과 걱정)로 가득하게 하는 핍박을 당하고
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는 뜻입니다. 그들은
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7 절에 있는
그들의 모든
를 주님께
했습니다. 이 구절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도 꼭 필요합니다. 빌립보서 4:6 절의 가르침을 따라 지금 당신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던지는 시간
을 가지십시오.
The Christians to whom Peter addressed this letter were experiencing
persecution which probably filled them with care (anxiety and worry).
In I Peter 5:7 the word
casting is literally throwing. They were to throw all their cares upon the Lord. This verse is
as needed today as it was when it was written. Take time now to cast all your cares upon Him
by following the instructions in Philippians 4:6.

a. 빌립보서 4:7 절은 이것을 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What does Philippians 4:7 promise to those who do this?

도전질문: 마태복음 6:25-34 절과 마태복음 10:29-31 절이 어떻게 베드로전서 5:7b 절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지 설명하십시오.
Explain how Matthew 6:25-34 and Matthew 10:29-31
substantiate I Peter 5:7b.

3. 오늘의 공부에 대한 반응으로 당신을 향한 주님의 사랑과 돌보심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쓰십 시오.
In response to today's study write a prayer of thanksgiving and praise to the Lord
for His love and care for you.

.

I cast all my cares upon You.
I lay all of my burdens down at Your feet.
And anytime I don't know what to do,
I'll just cast all my cares upon You.
‐selected

.
.

♬

제 6 일 : 베드로전서 5:1-7 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I Peter 5:1‐7
1. 베드로전서 5:1-4 절에서 진정한 목자의 심정을 가진 목사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되는 무엇을
배웠는 지 회상하십시오. Recall what you learned from I Peter 5:1‐4 that would help you
identify a pastor with a true shepherd's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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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번 주 공부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배운 것 중 특별히 당신에게 도움이 된 것을 기록하고 왜
그런지 나누십시오.
Record something revealed about God in this week’s lesson that
especially ministers to you and share why.

3. 베드로전서 5:5-7 절에 대한 순종으로 아래의 권고들을 당신이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여 적으십시오. In obedience to I Peter 5:5‐7 think of a specific way you can apply the
following exhortations:
a.

be subject one to another

b.

be clothed with humility

c.

humble yourselves . . . under the mighty hand of God

d.

casting all your care upon Him

e. 이것들 중에 어느 것이 오늘 특별히 당신에게 말해줍니까?
Which of these particularly speaks to you today?

4. 믿는 자들을 향한 베드로의 사랑과 관심 그리고 주님의 재림에 대한 그의 조언이 어떻게 당신에게
축복이 되었습니까?
How were you blessed by Peter’s love and concern for believers and
his reminder of the Lord’s return?

.
Humble thyself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He shall lift you up.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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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 5:85:8-14 절
I PETER 5:8‐
5:8‐14
Lesson 17
제 1 일 :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베드로전서 5:1-7 절을 복습하십시오. 지난주의 공부나 강의가 어떤 면으로 이번 주 당신의 삶에
영향을 끼쳤습니까? Review I Peter 5:1‐7. In what way has last week’s lesson or lecture had
an influence on your life this week?

2. 승리하는 크리스찬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이번 주의 공부에 있는 매우 중요한 교훈이 필요합니다.
아무도 적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8-14 절을 통하여 이 마지막 때에
굳게 서도록 우리는 도움과 힘과 격려를 받게 될 것입니다. 아래의 절들에 간단한 제목을 주십시오.
To be a victorious Christian we need the vital instruction in this week's lesson.
No one wants
to be a victim of the enemy! Through I Peter 5:8‐14 we will receive help, strength, and
encouragement to stand firm in these last days. Give the following verses a brief title:
a. 베드로전서 5:8,9 절
I Peter 5:8,9

b. 베드로전서 5:10,11 절
I Peter 5:10,11

c. 베드로전서 5:12-14 절
I Peter 5:12‐14
3. 당신의 공부와 관련하여 당신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주님께 도와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로 바꾸십시오. 이곳에 당신의 기도를 쓰십시오.
What is your greatest need
concerning your lesson? Translate this into a prayer asking the Lord to help you with
this. Write your prayer here.

.
.
To Him be glory and dominion
for ever and ever. Amen.
5:11

I Peter 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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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일: 베드로전서 5:8(9)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DAY Read I Peter 5:8(9)
1. 우리 각자는 베드로전서 5:8 절에 있는 베드로의 강력한 경고를 마음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무슨 말을했습니까? Each one of us needs to take to heart Peter’s strong warning in I Peter
5:8. What did he say?
______________하라.
하라.

Be ___
a.

___

___________________라.

___

___

___,

be ___

___

___

___

___

___

___

___

왜 그렇습니까? 8b 절
Why? verse 8b

(1.)

는 원수의 목표를 진지하게 생각하십시오.
를 정의하십시오.
Seriously consider the enemy's objective: seeking whom he may devour. Define devour.

(a.)

것이 어떻게
로부터 당신을 보호해 줄 것입니까?
How will being sober and vigilant protect you from your adversary the devil?

2. 우리의 원수의 목표와 작전 계획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2:11
NKJV). 아래의 구절들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우는지 기록하십시오.
It is important for us to
know our enemy's purposes and tactics: Lest Satan should take advantage of us; for we are not
ignorant of his devices. (II Corinthians 2:11 NKJV). Note what you learn about him from the
following verses:
a. 요한복음 8:44c 절
John 8:44c

b. 고린도후서 11:14 절
II Corinthians 11:14

c. 요한계시록 12:9,10b 절
Revelation 12:9,10b

선택 질문: 누가복음 22:31,32 절에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무슨 경고와 교훈을 하셨습니까?
Optional: What warning and instruction did Jesus give to Peter in Luke 22:31,32?

도전 질문: 사자가 그의 먹이를 찾는 것과 마귀와 어떤 유사점을 봅니까?
Challenge: What parallels do you see between a lion seeking his prey and the dev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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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래의 것에 대해 당신 개인에게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Define what it means to you personally to be:
a.

sober
b.

vigilant

제 3 일: 베드로전서 5:98)9 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I Peter 5:(8)9
1. 베드로전서 5:9 절에는 우리에게 주는 영적 전쟁에 관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8b NIV) 대적으로부터
비겁하게 두려워 도망가기보다는 도리어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9a 절에서 당신의 답을 쓰
적으십시오.
In I Peter 5:9 we receive essential instruction concerning spiritual warfare.
Rather than run in cowardly fear from the enemy, who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looking
for some victim to devour (I Peter 5:8b NIV) what are we to do? Print your answer from verse 9a.

a.

,

라는 뜻입니다.
9aNIV. 사단은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을 파괴하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니까? 당신이 답하는데 도와줄 누가복음
4:1-13 절을 보십시오. Resist means to withstand, be firm against attack. We resist the
devil by standing firm in the faith verse 9a NIV. Satan wants to destroy our faith in God. How
does a believer stand firm in the faith? Use Luke 4:1‐13 to help you with your answer.

b. 야고보서 4:7 절의 지시와 약속은 무엇입니까? 셀라-이것에 대해 잠시 멈추고 생각하십시오.
What is the instruction and promise of James 4:7? Selah ‐ pause and think about this.

2.

라는 단어는 우리의 저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6:10-18 절을 읽고 원수의
공격 에
과
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배우는지 요약하십시오. The word
stand is very important in our resistance. Read Ephesians 6:10‐18 and summarize what you
learn about standing and withstanding the attacks of the enemy.

a. 이 지시가 어떻게 원수에 대항하여 승리하도록 당신을 도울 것입니까?
How will this instruction help you to be victorious against the ene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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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드로전서 5:9b 절을 읽으십시오. 마귀는 자주 우리의 고난은 독특한 것이라는 생각을 주어
우리를 낙담하게 하고 좌절시키려고합니다. 베드로전서 5:9b 절은 이것을 어떻게 반박합니까?
Read I Peter 5:9b. The devil often attempts to discourage and defeat us with the thought that
our suffering is unique. How would I Peter 5:9b combat this?

a. 고린도후서 1:3,4 절로부터 당신은 무슨 격려를 받습니까?
What encouragement do you receive from II Corinthians 1:3,4?

If God be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8:31b

?

Romans 8:31b

제 4 일: 베드로전서 5:10,11 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I Peter 5:10,11
1. 베드로전서 5:10 절은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위로가 되는 절들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크리스천들에
게, 특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10a 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묘사되었습니
까? 셀라.
I Peter 5:10 is one of the most comforting verses in I Peter. It provides hope for
Christians, particularly to those who are suffering. How is God described in verse 10a? Selah.

a.

이란 하나님은 모든 영적 위로와 모든 필요에 도움의 근원이 되시며 주님의
은혜는 모든 믿는 자들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당신의 삶에 있어서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당신이 경험했던 주님의 은혜를 나누십시오. The God of all grace
indicates He is the source of all spiritual comfort and help for every need and His grace is
available to all believers. Share a way you have experienced His grace in an impossible or
difficult situation in your life.

b.

는 것이 오늘 당신에게 무엇을
What does it mean to you today that you have been called unto His eternal
glory by Christ Jesus?
의미합니까?

c.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
라는 구절이 어떻게 위로가 됩니까?
How would the phrase: after . . . a while comfort those who were su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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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의 뜻에 의한 고난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신다고 약속하십니까? 베드로전서 5:10c 절에서 답하십시오.
Suffering according
to God's will is never wasted! What does the God of all grace promise to do after ye have
suffered a while? Answer from I Peter 5:10c:
a.
b.
c.
d.
e. 이것이 오늘 어떻게 당신을 격려합니까?
How does this encourage you today?

3. 베드로전서 5:11 절은 영광의 찬가 - 찬송가 또는 하나님께드리는 찬양의 시라고 말합니다. 이곳에
11 절을 적으면서 하나님께 당신의 찬양을 표현하십시오.
I Peter 5:11 is called a doxology – a
hymn or psalm of praise to God. Express your praise to God as you write verse 11 here.

,

!

.
Thou art worthy, O Lord,
to receive glory and honour and power.
4:11a

Revelation 4:11a

제 5 일: 베드로전서 5:12-14 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I Peter 5:12‐14
1. 베드로전서의 끝맺는 구절에서 우리는 몇 가지 흥미로운 상세한 설명들을 발견합니다. 베드로전서
라고 밝힙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5:12a 절에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도와준 자가
이는 실라를 말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 사람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In the
closing verses of I Peter we discover several interesting details.
In I Peter 5:12a Peter
identified Silvanus as the one who helped with this letter. Most Bible scholars believe this is a
reference to Silas. How did Peter describe this man?

a. 사도행전 15:40,41 절과 고린도후서 1:19 절에서 실라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더 배웁니까?
What more do you learn about Silas from Acts 15:40,41 and II Corinthians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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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12b 절을 완성하면서 이 편지를 쓴 베드로의 목적을 관찰하십시오.
Observe Peter's purpose for writing this letter by completing the sentence from verse 12b:

_____________

__________

_________

____________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
I have written briefly, _________________, and ___________________ that this is the ________
__________ of ________ wherein ye _____________.

(1.)

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What does it mean to stand in the grace of God?

에 관하여는
2. 베드로전서 5:13 절에서 베드로는 이 편지를 인사로 마쳤습니다. 13 절에 있는
확실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여러 성경해설자들은 로마를 가리킨다고 생각합니다. 마커스는
요한 마가라고 믿어집니다. 사도행전 12:12,25 절에서 마가에 관하여 무엇을 배웁니까?
In I Peter 5:13 Peter concluded this letter with a salutation. The reference to Babylon in verse
13 cannot be positively identified, but some expositors think it is a reference to Rome. Marcus
is believed to be John Mark. What do you learn about Mark from Acts 12:12,25?

3. 베드로전서
5:14
절을
읽으십시오.
입맞춤으로
피차
문안하는
것은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이곳에 베드로전서 5:14b 절을 적으면서 이 믿는 자들에게 준 베드로의 축도를
생각해보십시오.
Read I Peter 5:14. It was a common custom then to greet one another with a kiss. Think
about Peter's benediction to these believers as you print I Peter 5:14b here.

a.

이
을 경험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Why is being in Christ Jesus necessary to experience this peace?

.

.

.
Peace, give I to thee. Peace, give I to thee.
Not as the world gives, give I to thee.
Peace, give I to thee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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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일: 베드로전서 5:8-14 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Peter 5:1-14
1. 이번 주 공부를 통하여 원수를 알고 대적하는데 당신을 도와 줄 무엇을 배웠습니까?
What did you learn through this week's study that will help you recognize and resist the enemy?

2. 베드로전서 5:10 절에 다시 한 번 더 집중하십시오. 이 구절이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격려합니까?
Focus once more on I Peter 5:10. How does this verse minister to you today?

3. 이 공부가 특별히 어떤 면으로 도움을 주었습니까?
In what particular way has this lesson:
a. 당신을 강건케 한 것.
strengthened you
b. 당신을 격려한 것.
encouraged you

4. 베드로전서 5:8-14 절에서 특별히 당신에게 말해주신 구절이나 절을 회상하십시오. 왜 그런지 나누
십시오. Recall a phrase or verse from I Peter 5:8‐14 that especially spoke to you. Share why.

,

,
,

.

.

,

.
Jesus, mighty God, our Rock, our Fortress, our Defense.
Your conquering arm will be our strength,
O God of power and righteousness.
Every foe will tremble at Your name.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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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I PETER

복

습

Review
Lesson 18
제 1 일: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베드로전서 5:8-14 절을 복습하십시오. 이번 주에 특별히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던 구절이나 절을
택하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Review I Peter 5:8‐14. Choose a phrase or verse that has
been especially helpful to you this week. Why?

2. 베드로전서 공부를 통하여 우리는 그 안에 있는 약속들과 교훈들과 권고들로 인하여 많은 격려와
도전을 받았으며 또 가슴 뿌듯함을 느낌니다. 시간을 내어 이번 주 각 장을 복습할 때 우리가
배운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유지토록 우리를 도와줄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것은
을 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의
그 소란한 시대에 믿는 자들에게
공부가 당신의
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Throughout our study of I Peter we have been
encouraged, enriched and challenged by its promises, instructions and exhortations. Taking
time this week to review each chapter will help us to retain and apply to our lives what we
have learned. Remember that Peter wrote this letter to bring hope to believers in that
turbulent era. What effect has your study of I Peter had on your hope?

3. 당신의 공부를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베드로전서의 진리를 당신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기 위한 당신
의 필요와 갈망을 주께 구하십시오. 또한 당신의 삶에 이것들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분께 구하십
시오. 이곳에 당신의 기도를 적으십시오.
Begin your lesson by writing a prayer. Express to
the Lord your need and desire to have the truths from I Peter imprinted on your mind and
heart. Ask Him also to enable you to apply these to your life. Write your prayer here.

,
.
Thank God,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that in His great mercy we … have been born again
into a life full of hope,
through Christ's rising again from the dead!
1:3

I Peter 1:3 Phill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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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일: 베드로전서 1 장
SECOND DAY:
DAY I Peter 1
1. 베드로전서 1 장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영적 보물들로 풍부합니다. 베드로전서 1 장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서 다시금 유익을 얻는 기회를 삼으십시오. 아래의 절들에서 당신에게 특별히 도움을 준
구절이나 절을 적으십시오.
The first chapter of I Peter is rich with spiritual treasures for
all believers. Use this opportunity to once again profit from them by reading I Peter
1.
Write the phrase or verse that especially ministers to you from the following:
a. 베드로전서 1:1-5 절
I Peter 1:1‐5
b. 베드로전서 1:6-12 절
I Peter 1:6‐12
c. 베드로전서 1:13-16 절
I Peter 1:13‐16
d. 베드로전서 1:17-25 절
I Peter 1:17‐25
2.

베드로전서의 공부를 통하여 아래에 관해서 당신이 배운 것을 기록하십시오.
Note something you learned through your study of I Peter 1 about:
a.

salvation

b.

Christ

c.

the Word of God

3.

베드로전서 1 장의 공부가 크리스찬으로서 당신의
에 어떤 면으로 도움이 되었습니까?
In what way has I Peter 1 contributed to your hope as a Christian?

4.

1 장에 대한 반응으로서 당신의 삶에 어떤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What application are you making to your life in response to Chapter One?

,
.
Therefore, prepare your minds for action; be self‐controlled;
set your hope fully on the grace to be given you
when Jesus Christ is revealed.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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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일: 베드로전서 2 장
THIRD DAY: I Peter 2
1. 베드로전서 2 장을 복습하십시오. 2 장에 있는 모든 문단은 우리 크리스찬의 행함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교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시 읽으면서 베드로전서 2 장이 당신의 마음을
새로워지게 하십시오. 아래의 절들에서 특별히 당신에게 눈에 띄는 구절이나 절을 적으십시오.
Review I Peter 2. Every paragraph in Chapter Two contains essential instruction relevant to
our Christian walk. Let I Peter 2 renew your mind and heart as you read it again today. Write
the phrase or verse that particularly stands out to you from the following passages:
a. 베드로전서 2:1-8 절
I Peter 2:1‐8
b. 베드로전서 2:9-17 절
I Peter 2:9‐17
c. 베드로전서 2:18-25 절
I Peter 2:18‐25

2. 베드로전서 2 장에서 우리는 주님에 대한 많은 묘사들을 통하여 우리 주님을 좀 더 알게 됩니다. 그
하나를 택하고 그것이 오늘 당신에게 어떻게 축복 또는 격려가 되는지 나누십시오. In I Peter 2
we become better acquainted with our Lord through the many descriptions of Him. Choose one
and share how it blesses or inspires you today.

3.

아래에 관하여 2 장에서 당신이 배운 것을 쓰십시오.
Note something you learned from Chapter Two about the following:
a. 영적 성장
spiritual growth

b. 산 돌
living stones

c. 나그네와 행인
strangers and pilgrims

d. 고난
su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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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베드로전서 2:24b 절). 베드로전서 2 장의 공부가
We, being dead to
공부가 당신이 선택하는 것과 대화하는 것과 행실에 어떻게 영향을 줍니까?
sins, should live unto righteousness (I Peter 2:24b). How is your study of I Peter 2 influencing
your choices, conversation and conduct?

.

,

.

,

,
.
Jesus, Lord of heaven, I do not deserve
the grace that You have given or the promise of Your Word.
Lord, I stand in wonder at the sacrifice You made.
With mercy beyond measure, my debt You freely paid.
Jesus, Your love has no bounds.
‐selected

.

.

♬

제 4 일: 베드로전서 3 장
FOURTH DAY: I Peter 3
1. 베드로전서 3 장은 우리의 모든 대인관계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당신의 기억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아래의 절들을 읽고 당신의 증거에 관한 한두 가지의 교훈이나
원리들을 기록하십시오. I Peter 3 stresses the importance of our Christian witness in all our
relationships.
To refresh your memory read the following verses and record one or two
instructions or principles concerning your witness:
a. 집 안에서
in the home (I Peter 3:1‐7)

b. 믿는 자들 사이에서
among believers (I Peter 3:8,9)

c. 불신자들 사이에서
among unbelievers (I Peter 3:13‐17)

d. 이것이 당신이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증인이 되도록 어떻게 당신에게 동기를 줍니까?
How does this motivate you to become the witness He wants you to be wherever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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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드로전서 3:18-22 절에서 예수님에 관하여 무엇이 당신에게 특별히 은혜가 됩니까?
What especially ministers to you about Jesus from I Peter 3:18‐22?

3.

3 장에서 아래에 관하여 당신이 배운 것 하나를 적으십시오.
Write one thing you learned from Chapter Three about:
a.

adorning

b.

loving as brethren

c.

suffering

4. 베드로전서 3 장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자세히 말하십시오.
What influence has I Peter 3 had on your life?
Be specific.

.
For the eyes of the Lord are on the righteous
and His ears are attentive to their prayer.
3:I2a

Peter 3:12a NIV

제 5 일: 베드로전서 4 장
FIFTH DAY: I Peter 4
1. 베드로전서 4 장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지에 대해 믿는 자들을
도전하고 격려하는 강력한 장입니다. 이 내용들을 복습하면서 이것을 관찰하십시오. 아래의 문단에
서 특별히 당신에게 말해주는 구절이나 절을 택하십시오. I Peter 4 is a powerful chapter that both
challenges and encourages believers on how we are to live until our Lord returns. Observe this
as you review its content. Choose a phrase or verse that particularly speaks to you from the
following paragraphs:
a. 베드로전서 4:1-6 절
I Peter 4:1‐6

b. 베드로전서 4:7-11 절
I Peter 4: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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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베드로전서 4:12-19 절
I Peter 4:12‐19

2. 베드로전서 4 장에서 아래의 교훈들을 읽고 각각의 실제적인 적용을 적으십시오.
Read the following instructions from I Peter 4 and give a practical application of each:

........
live the rest of his time . . . to the will of God

a.

,
be ye therefore sober, and watch unto prayer

b.

c.

that in all things God may be glorified through Jesus Christ

d.

commit the keeping of their souls to Him . . . as unto a faithful Creator

3.

에 대한 주제가 베드로전서 4 장에서 다시 한 번 더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절들로부터
에 관하여 당신이 받은 베드로의 진술이나 깨달음 한 가지를 기록하십시오. Once again the subject
of suffering is dealt with in I Peter 4. Record one of Peter's statements or an insight you
receive concerning suffering from these verses.

4. 우리가 하는 성경 공부를
이라고 부르는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12)13 절
에서 즐거움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배웁니까?
Remember ‐ our Bible study is called
Joyful Life. What do you learn about joy from I Peter 4:(12)13?

One day, when He is revealed in full splendor
we will be filled with the most tremendous joy.
4: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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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일: 베드로전서 5 장
SIXTH DAY:
DAY I Peter 5
1. 아래의 절들을 읽으면서 베드로전서 5 장에있는 중요한 교훈들과 약속들에대해 다시 한번 더 집중하
십시오. 오늘 특별히 당신에게 눈에 띄는 구절이나 절을 기록하십시오.
Focus once more on the
important instructions and promises in I Peter 5 as you read the following verses. Record the
phrase or verse that particularly stands out to you today:
a. 베드로전서 5:1-7 절
I Peter 5:1‐7

b. 베드로전서 5:8-14 절
I Peter 5:8‐14

2. 베드로전서 5 장에서 주님에 관하여 당신이 배운 것 하나를 나누십시오.
Share one thing you learned about the Lord from I Peter 5.

3.

5 장에서 아래의 구절에 관하여 생각하십시오. 각각에 대하여 간단한 해설을 적으십시오.
Think about the following phrases from Chapter Five. Write a brief comment about each:
a.

b.

c.

d.

flock of God

for God resisteth the proud, and giveth grace to the humble

He careth for you

.

...
your adversary the devil . . . walketh about, seeking whom he may devour

4. 베드로전서 공부로부터 당신은 어떤 면으로 가장 유익을 얻었다고 느끼십니까?
In what way do you feel you have benefited the most from your study of I P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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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 성경 해설가는 베드로전서를
는 제목을 부쳤습니다. 당신은 어떤 제목을 부치겠
습까? One expositor has titled I Peter: Be Hopeful. What title would you give it?

.
!
I have written to you briefly, encouraging you and testifying
that this is the true grace of God.
Stand fast in it!
5:12 b

I Peter 5:12b NIV

Peace be with you all that are in Christ Jesus.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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