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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유유    다다다다    서서서서 
JUDE 

 
서론서론서론서론    과과과과        배경배경배경배경  

Introduction and Background  
 

  Lesson 1 

 
유다서를 공부하는 것으로 올해 죠이플 라이프 성경 공부를 끝내기로 했습니다.  비록 유다서는 
단지 25 절이지만 매우 강력한 서신입니다.   이 서신은 모든 크리스찬들을 위한 적절한 가르침, 
권고 그리고 격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We have chosen to complete our Joyful Life Bible Study this year by studying the Epistle of 
Jude.  Although Jude has only 25 verses it is a powerful letter.  It contains relevant instruction, 
exhortation and encouragement for all Christians.   
 
이 편지는 야고보의 형제이며 예수님의 의붓형제인 유다에 의해 써졌습니다.  기록된 정확한 날짜는 
확실치 않지만 대략 A.D. 64-67 년경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다서의 주제는   

입니다.    라는    유다의 권고는 교회 안으로 살며시 들어오고 있었던 배교(믿음을 
떠나는 것)를 저항하게 하기위해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였던 불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용하여 부도덕한 생활을 선동하고 있었습니다.  
This letter was written by Jude, the brother of James, and the half brother of Jesus.   The exact date of 
the writing is uncertain but it is believed to be around A.D. 64‐67.   The theme of Jude is contending 
for the faith.  Jude's exhortation to contend for the faith was written to counteract the apostasy 
(abandoning of the faith) that was creeping into the church.  Ungodly men who denied the deity of 
Christ were promoting an immoral lifestyle that presumed upon the grace of God.    
 
유다서신에 관하여 척 목사님은 :           

       고 말했 습니다.  이 서신은 
기독교 신앙을 대항하는 세력이 더욱 증대되고 타협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믿음을 
확고히 유지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유다서에 기록된 권고들과 경고들을 주의 깊게 
마음에 두고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Concerning the epistle of Jude, Pastor Chuck wrote: Today there are more heretics and apostates than ever 
before, which makes this little book a relevant and necessary reminder for us to contend for the faith.  This 
book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remaining steadfast in our faith in a time of increasing 
compromise and growing opposition against Christianity.  We need to study and heed the 
exhortations and warnings recorded in Jude.   
 

 
...       

     
    .  

. . . It was needful for me to write unto you, and exhort you  
that ye should earnestly contend for the faith  
which was once delivered unto the saints.  

유다서  Jude 3b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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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1  1  1  1 일일일일::::        개  관  
FIRST DAY:  Overview  
 
1.  유다는 주님과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동행하도록 믿는 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짧은 편지를 읽고 당신의 신앙생활에 관해서 오늘 당신에게 말해 주는  구절이나 절을 
쓰십시오.  Jude wrote this letter to encourage believers to maintain a consistent and steadfast walk with the 
Lord.  Take a few moments to read through this short letter and write the phrase or verse that speaks to 
you today about your walk.  

 
  
 
2.  이번 주의 공부는 유다서 1-7 절에 중점을 둘 것입니다.  유다의 교훈은 초대 교회에 중대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매우 중대합니다.  그는 거짓 선생들의 이단을 폭로하고 그들의 최후 종말을 경고키 
위해 썼습니다.  아래의 절들을 읽고 간단한 제목을 주십시오.   This week's lesson centers on Jude 
1‐7.   Jude's instruction is as crucial for us today as it was for the early church.  He wrote to expose the 
heresies of the false teachers and warn of their ultimate end.  Read the following paragraphs and give a 
brief title for each:  

 
a. 유다서 Jude 1,2 절 
 
b. 유다서 Jude 3,4 절 
 
c. 유다서 Jude 5‐7 절 

 
3. 유다서 공부에서 당신이 가장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로 당신의 답을 쓰십시오.  
   What is your greatest desire in your study of Jude?  Write your answer as a prayer.   
 

 

 
 

     . 
       . 
It is my desire to know Your Word, 

You put this desire deep within my heart. 
‐selected 

    
제제제제 2  2  2  2 일일일일::::  유다서 1,2 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Jude 1,2  
 
1. 유다는 로 그의 편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1a 절에서 그 자신을 곧 바로 소개했습니다. 그 는 자신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Jude began his letter with what is called a salutation.  He immediately introduced 
himself in verse 1a.    How did he describe himself?    

 

                                                
a. 우리는 유다와 야고보가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들이며 예수님의 의붓형제인 것을 압니다.  그 자신을 

이런 방법으로 소개하지 않고 그는   ( )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유다에 대해 
무엇을 나타냅니까?    We know that Jude and James were sons of Mary and Joseph making them 
Jesus' half brothers.  Instead of identifying himself in this way, he said he was a servant (bond servant) 
of Jesus Christ.  What does this reveal about Jude? 

 
 
   

        (1.)  이것에서 당신을 위한 무슨 본보기가 들어 있습니까?  
       What example is there in this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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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 절에서 유다는 그의 편지를 받는 자들에 대해 묘사합니다.  1b 절로부터 아래의 절을 완성하 면서 이것을 
관찰하십시오.       In verse 1 Jude describes the recipients of his letter.  Observe this by completing the 
following phrases from verse 1b:  

 
a. ___________________  을 받은 자들 곧 
   them that are _____________________    by     _______     ____     ____________,  

b. 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  안에서  ________________ 받고 
   and  ____________________   in   ___________     _____________,  

c. ___________   _________________ 를 위하여   ___________________ 을 얻은 자들 
   and   _______________:  

d. 당신이 ,  ,  는 것이 오늘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What does this mean to you today that you are sanctified, preserved and called?  

 

 
3.  2 절에서 이들 믿는 자들에게 한 유다의 인사를 쓰십시오.  
    Print Jude’s greeting to these believers from verse 2.   
 
 

a. 이 축복들이 오늘 당신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What do these blessings mean to you today?  

 
 

b. 유다서 2 절로 이번 주에 누군가에게 인사하십시오.  그들의 반응을 나누십시오.  
   Greet someone this week with Jude 2.  Share their response.  
 
 

     . 
   Mercy, peace and love be yours in abundance. 

유다서  Jude 2 절 NIV 
 

제제제제 3 일일일일:  유다서 3 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Jude 3  
 
1. 유다서 3절은 유다의 편지에서 가장 중요한 절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 믿는 자들에게 유다가 그의 권고를 

시작하면서 처음 사용한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그것을 이곳에 적으십시오.  
    Jude 3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verses in Jude’s letter.  Notice the word he uses to begin his exhortation 

to these believers.  Print it here.  
 

 
a. 이것이 어떤 면으로 듣는 자들이 그의 권고를 더 잘 받아들이도록 만들었겠습니까?   
   In what way might this have made the hearers more receptive to his exhortation?  
 
 
 

2.  3 절에서 우리는 유다의 편지의 주제와 목적을 발견합니다.  그들의  에 대해 그들에게 말하면서 이 
구절은 무엇이 하였다고 말합니까?     In verse 3 we discover the theme and purpose of Jude’s 
writing.  While writing to them about their common salvation, what does this verse say was needful?  
 
 
a.  라는 단어를 정의하십시오.  만일 원한다면 비슷한 말을 사용하십시오.  
   Define the word contend.   Use synonyms if you des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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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의 은 복음의 근본 진리를 말합니다.  왜 오늘날 우리가      이 
중요합니까?       Faith here represents the basic truths of the Gospel. 

     Why is it important for us today to earnestly contend for the faith? 
 
 

3.  3c 절에 있는 마지막 말씀을 다음의 번역에서 보십시오:    . 이것이 믿는 자로서 
당신이 갖는 특권과 책임에 대해서 어떻게 당신에게 말해줍니까? 

   Consider this version of the last statement in verse 3c: the faith that was once for all entrusted to the saints.  How 
does this speak to you about the responsibility and privilege you have as a believer?   

 
 

a. 빌립보서 1:27b 절은 이것에 대해 무엇을 더 첨가합니까?  
    What does Philippians 1:27b add to this?   

 
 

(1) 디모데후서 1:13 절에 의하면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하여야합니까?  
    According to II Timothy 1:13 how are we to do this?  
 
 

4. 오늘의 공부가    위해서 어떻게 당신의 갈망과 헌신에 영향을 주었습니끼?  
   How has today’s study affected your desire and commitment to contend for the faith?  
 
 
 
선택 질문:     우리의 필요에 대한 현재의 예를 나누십시오.  
Optional:  Share a current example of our need to contend for the faith.  
 
 
 
제제제제 4 일일일일:  유다서 4 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Jude 4  
 
1. 유다가    필요를 강조하였던 이유가 4 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4a절을 적으면서 

답하십시오.       The reason Jude stressed the need to contend for the faith is found in verse 4.  What was 
it?  Answer by writing verse 4a.  

 
 
 

a.  4 절에서 이   에 대해서 무엇을 배웁니까?  
      What do you learn about these ungodly men from verse 4?   
 
 
 

2.  4 절에 있는  라는 단어는  또는  로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라는 단어는 
,   ,  이라는 뜻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부도덕한 생활 방식을 선동하면서 
  남용했으며, 심지어 악용도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6:1,2 절에서 이것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The word turning in verse 4 could be translated changing or perverting.  The word 
lasciviousness means wantonness, absence of moral restraint, indulgence.   The false teachers misused, even 
abused the grace of God, by promoting an immoral lifestyle.  What did Paul say about this in Romans 6:1,2?  

 
 
 

a. 이것은 오늘날 죄를 최소한 줄이거나 타협하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 어떻게 경고하고 있습 니까?       
How is this a warning against minimizing sin or living a compromising life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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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반 문제 :         라는 구절을 연구하여 설명하십시오.  
Advanced Students:  Research and explain the phrase:  who were before of old ordained to this condemnation.  
 
 
3. 유다서 3b 절에 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4 절의   로부터 보호됩니까?  
    How would obedience to Jude 3b be a protection from the ungodly men of verse 4?     

 
 

    
     . 

False doctrine is a deadly poison  
that must be identified and avoided.  

‐selected  

 
제제제제 5 일일일일:  유다서 5-7 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Jude 5‐7  
 
1. 유다는 세 개의 구약의 예를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그의 독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었 습니다. 아래의 

구절에서 그것을 확인하십시오.      Jude reminded his readers of God’s judgment by citing three Old 
Testament examples.   Identify them from the following verses:  

 

a. 유다서 Jude 5 절 
 
 

(1) 고린도전서 10:5-10 절을 유다서 5 절과 비교하십시오.  당신이 보는 것을 요약하십시오.  
Compare I Corinthians 10:5‐10 to Jude 5.  Summarize what you see.  

 
 

b. 유다서 Jude 6 절 
 
 
(1)  베드로후서 2:4 절은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 무엇을 나타냅니까?  
      What does II Peter 2:4 reveal about fallen angels?  

 
 
c. 유다서 Jude 7 절 

 
 
선택 질문: 창세기 19:1-29 절을 읽고     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Optional:  
요약하십시오.   Read Genesis 19:1‐29 and summarize what happened to Sodom and Gomorrha   and the cities 
about them.  
 
 
2. 유다서 5-7 절에 있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예들에 대해 생각하고 이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있었을 충격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쓰십시오.    Think about the examples in Jude 5‐7 of God's judgment and 
the impact it should have had on the recipients of this letter.  Write your thoughts.  

 
 

a.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의 상태를 생각할 때 이 경고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입니까?    
When we consider the present condition of our world, how should these warnings affect us today?   

 
 
 
3. 베드로후서 2:6-9 절을 읽으십시오.  베드로후서 2:9a 절에서 당신은 어떤 격려를 받습니까?  
   Read II Peter 2:6‐9.  What encouragement do you receive from II Peter 2:9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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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6 일일일일:  유다서 5-7 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Jude 1‐7  
 
1.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유다가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If someone were to ask you why Jude wrote this letter, how would you answer?  
 
 
 

a. 우리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까?  
    What did he stress we as believers should do? 
 
 
  

2. 유다서 3-7 절을 마음에 두고 다음의 절들이 어떻게 당신에게 말해 주는지 쓰십시오.  
   With Jude 3‐7 in mind write how the following phrases speak to you:  
 

a.     
   contend for the faith  
 
 
b.    
    grace of God  
 
 
c.     
   set forth as an example  
 
 

 
3. 이번 주 당신의 공부를 통해서 어떤 면으로 경고를 받았거나 또는 격려를 받았습니까?  
   In what way have you been warned or encouraged through your study this week?   
 
 
 
4. 이번 주 공부가    어떻게 당신에게 도전이되고 동기를 주었습니까?  
   How has this week’s study challenged and motivated you to contend for the faith?     
 
 
 
 
 

   , 
   ,     . 
I have decided to follow Jesus,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selected 

 



1 

 

 
유다서유다서유다서유다서 8-19 절절절절  
JUDE 8-19  

 

Lesson 2  

제제제제 1 일일일일:  복습과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유다서 1-7 절을 복습하십시오.  이 구절들의 공부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이 

필요함을 깨닫도록 어떤 면으로 도와주었습니까?    Review Jude 1‐7.  In what way has your study of these 

verses increased your awareness of the need for Christians today to contend for the faith?  

 

 

a.  최근에    기회가 당신에게 있었습니까?  만일 있었다면 당신의 그룹과 그것을 나눌 
준비를 하십시오.    Have you had a recent opportunity to contend for the faith?  If so, be prepared to share 

it with your group.  

 

 

2.  유다서 8-19 절이 이번 주 공부의 초점입니다.  비록 유다가 초대 교회의 사람들에게 경고하고 바르 게 
하기위해 썼지만 이 조언들과 교훈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8-19 절을 읽고 당신에게 
특별히 눈에 띄는 절이나 구절을 택하십시오.     Jude 8‐19 is the focus of this week's lesson.  Although Jude 

wrote to warn and correct those in the early church, these reminders and instructions are critical for us 

today.  Read verses 8-19 and choose a phrase or verse that especially stands out to you.  

 

 

3.  당신의 성경 공부로부터 최대의 유익을 얻기 위하여 기도를 쓰므로 시작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이해력을 넓혀 주시고 주님의 교훈들을 당신이 순종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구하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이곳에 적으십시오.       To profit the most from your Bible study begin by 

writing a prayer.  Ask the Lord to increase your understanding of His Word and to help you obey His 

instructions.  Write your prayer her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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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 Timothy 3:16,17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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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 일일일일:  유다서 8-10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Jude 8‐10  
 
1.  5-7 절에서 배교에 대한 역사적 실례를 들은 후 유다는 교회 안에 스며들었던 거짓 선생들에 대한 주제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8 절에서 그들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After giving the historical examples 

of apostasy in verses 5‐7, Jude returned to the subject of the false teachers who had infiltrated the 

church.    What did he say about them in verse 8?  

 

 

 

a.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10 절에서 거짓 선생들을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How did Peter describe the false teachers in II Peter 2:10?  

 

 

 

b.       는 말이 있습니다. 이  의 생각이 경건치 
않은 삶을 살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5 절에 의하면 우리는 이것을 막기 위해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It has been said: Ungodly thinking leads to ungodly living. The thought life of these dreamers led to 
ungodly living.   According to II Corinthians 10:5 what should we do to prevent this?  

 

 

 

2.  유다서 9 절을 읽으십시오.  이 에 관하여는 성경 안에 여기 한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거짓 
선생들은  도 하지 않았던    (유다서 8c 절)것을 마음대로 
하였습니다.  은 그 에게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Read Jude 9.   This is the only reference in 
the Bible concerning this dispute.  In speaking evil of dignities (Jude 8c) these false teachers took liberties which 

even Michael the archangel did not take.  What did Michael say to the devil?  

 

 

a.  척 목사는 말하기를,             
   .      . 사도행전 16:18 절에 

있는 바울의 본보기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Pastor Chuck says, It is better for us to 
put the Lord between ourselves and satan than to take on satan by ourselves.  We shouldn’t say things against 

satan.  What can we learn from Paul’s example in Acts 16:18?  
 

 

 

3. 유다서 10 절을 베드로후서 2:12 절과 비교하십시오.  이 구절에서 거짓 선생들을 무엇에 비유했습 
니까?      Compare Jude 10 with II Peter 2:12.  What are the false teachers likened to in these verses?   

 

 
 
a. 그들은 자기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비방했습니다.  다음의 절들을 통하여 그들의 오만과 

반항에 대한 결과를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서 10b 절)   
    (베드로후서 2:12b 절).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경고를 

줍니까?   They spoke evil of those things they did not understand.  Consider the consequences of their 
arrogance and rebellion through the following phrases: they corrupt themselves (Jude 10b) and shall utterly 

perish in their own corruption (II Peter 2:12b).   How does this provide a warning for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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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Let the words of my mouth,  

and the meditation of my heart,  
be acceptable in Thy sight, O LORD,  
my strength, and my redeemer.  

 시편 Psalm 19:14 절 

 
 
제제제제 3 일일일일:  유다서 11-13 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Jude 11‐13  
 

1. 유다서 11 절에서는 이 거짓선생들을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11a 절로부터 그것을 이곳에 적으십시오   In 
Jude 11 these false teachers were given a serious rebuke.  Print it here from verse 11a.  

 

 

a.  11 절에서 아래의 구절을 완성하면서 그의 비난의 이유들을 관찰하십시오.  
    Observe the reasons for his rebuke by completing the following phrases from verse 11: 

 

(1.)   ____  _____ ,    for they have _________  in the   _______   of Cain,  

 

(2.)   ___    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   

     and ran  ______________  after the  _____________  of Balaam for   _____________,  
 

(3.)   ____________  .  and perished in the   _________________   of Core.   

 
 
진보반:  유다서 11절에 주어진 실례를 연구하고   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십시오.  
Advanced Students: Research the examples given in Jude 11 and give a brief explanation of the references to Cain, 

Balaam and Core.  

 

 

 

2.  배교는 믿음에서부터 떠나가는 것을 말하는데, 가인과 발람과 고라는 배교를 향해 점차적으로 떠나 갈 
수 있는 태도와 행동들을 실례로 설명합니다. 11 절은 증오와 탐욕과 질투들에 대해 우리를 
경계시킵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들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Cain, Balaam and Core (Korah) 

illustrate attitudes and actions that can progress toward apostasy, which is a departure from the faith.  Verse 11 

warns us against hatred, greed and jealousy.  How can we avoid these sins?  

 

 

 

a. 만일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죄들 중 어떤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여야  합니까?  
요한일서 1:9 절.    If we recognize any of these sins in our own heart, what must we do?  See I John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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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다서 12,13 절을 읽으면서 이 거짓 선생들에 대하여 유다가한 생생한 묘사를 관찰하십시오. 당신 에게 
특별히 눈에 띈 것 하나를 택하고 그것을 이곳에 쓰십시오.      Observe the graphic descriptions Jude gave 

of these false teachers by reading Jude 12,13.   Choose one that particularly stands out to you and write it here.  
a.  당신이 택한 유사의 뜻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How would you explain the meaning of the analogy you chose?  

 

 

b.  베드로후서 2:13,17 절은 이것에 무엇을 더 첨가합니까?  
     What does II Peter 2:13,17 add to this?  

 

 
 
4. 오늘의 유다서 10-13 절 공부가 어떻게 당신에게    합니까?  
   How has today’s study of Jude 10‐13 compelled you to contend for the faith?  Jude 3  

 
 
 
 

         
      .  

Hold fast the form of sound words, 
which thou hast heard of me, 

in faith and love which is in Jesus Christ. 
디모데후서   II Timothy 1:13 절 

 
제제제제 4 일일일일:  유다서 14-16 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Jude 14‐16  
 
1. 유다는 주께서   사람들을 다루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14,15 절에서 에녹의 

예언을 언급합니다.  비록 이 예언은 단지 유다서에만 있지만, 14b 절을 이곳에 적으면서 이 이례적인 
사건에 대해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Jude was confident that the Lord was going to deal with the 

ungodly.   He cites Enoch’s prophecy in verses 14,15.  Although this prophecy is found only in Jude, pause and 

think about this extraordinary event as you print verse 14b here:  
 

        ,  

          

    Behold,  

a. 예수님이 이 지상에 그의 공의를 확립하시려고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재림한다는 것이 
어떨런지 우리는 단지 상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두고 스가랴 14:(4,5a) 5b 절을 
읽으십시오.  이것에 대한 당신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We can only imagine what it will be like to 

return with Jesus when He comes again to establish His righteousness on the earth.   With this in mind read 

Zechariah 14:(4,5a)5b.  What is your reaction to this?  

 

 

2. 유다서 15 절에 대한 다음의 번역본에 있는   이라는 단어를 주목 하십시오:    
                
   . 유다서 16 절에서 이   개개인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배웁니까?       Notice the word ungodly in the following version of Jude 15: . . . and to convict all the ungodly of all 

the ungodly acts they have done in the ungodly way, and of all the harsh words ungodly sinners have spoken against 

Him.  What do you learn about these ungodly individuals from Jud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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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주께서     오실 때까지 믿는 자들로서 우리는 무엇을 하고있어야 하겠습 
니까?  Until the Lord comes to execute judgment on the ungodly, what should we, as believers be doing? 

 

 

 

.  , . 
Even so, come, Lord Jesus. 
계시록 Revelation 22:20b 절 

 
 
제제제제 5 일일일일:  유다서 17-19 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Jude 17‐19  
 
1. 유다서의 전환점은 17 절에 나타납니다.  유다는 거짓 선생들에서  이라고 말하고 있는 

수신자들에게로 그의 주의를 돌립니다.  17-19 절에서 모든 믿는 자들이    을 요약 
하십시오.       A turning point occurs in Jude's letter at verse 17.   Jude shifts his attention from the 
false teachers to his readers, addressing them as beloved.  Summarize what all believers are to 
remember from verses 17‐19.   

 
 
 
 
2. 아래의 절들에서   (유다서 18 절)에 일어날 것을 말하는 몇 구절들을 기록하십시오.  
   Record a few phrases from the following verses that declare what will happen in the last time (Jude 18): 
 

a. 디모데전서 I Timothy 4:1-3 절 
 
 
 
b. 디모데후서 II Timothy 3:1-5 절 
 
 
 
c. 베드로후서 II Peter 3:(1,2)3,4 절 
 
 
 
d. 이절들이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당신의 인식을 어떻게 더 증가시킵니까?  
    How do these verses increase your awareness that Jesus is coming very soon?  

 

 

3.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3:8,9 절은 우리 주님과 그의 재림에 관하 여 
무엇을 나타냅니까?      We believe Jesus’ coming is near.  What does II Peter 3:8,9 reveal about our 
Lord and His coming?  

 

 

a. 유다는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동안   (3 절)고 믿는 자들을 권고 
했습니다.  디도서 2:11-14 절은 우리에게 어떤 지시를 더해 줍니까?      Jude exhorted believers to 
contend for the faith (verse 3) while we wait for our Lord's return.  What additional instruction does 
Titus 2:11‐14 giv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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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I lift my hands to the coming King,  
to the great I AM, to You I sing,  

for You’re the One Who reigns within my heart.  
And I will serve no foreign god  

nor any other treasure.  
You are my heart's desire, Spirit without measure,  

unto Your name I will raise my sacrifice.  
‐selected 

 

제제제제 6 일일일일:  유다서 8-19절을 읽으십시오.  
SIXTH DAY:  Read Jude 8‐19  
 
1. 이번 주 공부에 비추어 왜 거짓 선생들이 교회에 심각한 위험인지 한두 가지 이유를 기록하십시오. 
   In light of this week's study record one or two reasons why false teachers are a serious danger to the 

church.   
 

 

 

2.  8-19 절에서 어떤 유다의 실례 또는 설명이 특별히 당신의 관심을 끌었습니까?   
   Which of Jude's examples or illustrations in verses 8‐19 especially caught your attention?  

 
 
 
a. 왜 그렇습니까?  
    Why?  

 

 

3. 이번 주 공부로 인해 어떤 특별한 면으로 당신은 경고와 도전을 받았거나 격려가 되었습니까? 
   In what specific way have you been warned, challenged or encouraged by your lesson this week?  

 

 

 

4. 유다서 8-19 절의 공부가 당신에게 유익이 된 점을 나누십시오.  
   Share a way your study of Jude 8‐19 has benefited you?   

 

 

 

 

      
    
  .  

We shall behold Him  
face to face  

in all of His glory.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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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서유다서유다서유다서 20-25 절절절절 
JUDE 20-25 

 
Lesson 3 

 

제제제제 1 일일일일:  복습 및 개관 
FIRST DAY:  Review and Overview 
 

1. 유다서 8-19 절을 복습하십시오. 지난 주 공부나 강의에서 거짓 선생을 분별하고 회피하는데  

도움이 될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Review Jude 8-19.   What did you learn from last week's 
lesson or lecture that will help you identify and avoid false teachers?   

 
 
 
 

2. 이번 주 공부의 개관을 간략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유다서 20-25절을 읽으십시오. 이 실제적 이고도 

격려가 되는 구절들은 우리 크리스천의 삶에 필수적인 것입니다! 다음 구절들에 제목   을 

붙이십시오.    For a brief overview of this week’s study read Jude 20-25.  These practical, yet 
reassuring verses are essential to our Christian walk!   Provide a title for the following 
paragraphs: 

 

a. 유다서 20, 21 절 
Jude 20,21 

 
b. 유다서 22, 23 절 

Jude 22,23 

 
c. 유다서 24, 25 절 

Jude 24,25 
 

3. 이번 주 공부에 관하여 당신의 가장 큰 필요와 갈망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기도로 쓰십시오.  What 
is your greatest need or desire concerning your lesson this week?  Write this as a prayer.   

 
 
 
 

       
     . 

He is able to do exceeding abundantly 
above all that we ask or think. 

에베소서 Ephesians 3:20a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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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 일일일일: 유다서 20, 21 절을 읽으십시오. 
SECOND DAY:  Read Jude 20,21 
 
1. 유다서 20,21 절을 읽으십시오. 만약 모든 크리스챤들이 이 구절들의 권고에 순종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 것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20 절과 21 절에서 우리의 영적성장을 위해 주어진 4 가지 
필수적인 지침을 열거해 보십시오.  Read Jude 20,21.  If all Christians obeyed the exhortation in 
these verses, think about what the result would be.  List the four essential instructions given for 
our spiritual growth from verses 20,21.     

 
 
 
2. 오늘 우리는 유다서 20절의 첫 두 가지 강력한 지침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NIV 성경의 유다서 

20a 절을 상고해 보십시오:        . 이것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몇가지 제안해 보십시오.     Today we will focus on the first two powerful 
instructions in Jude 20.  Consider Jude 20a NIV:  build yourselves up in your most holy faith.  Suggest 
a few ways of doing this. 
 
 
 

a. 이 가르침을 따르지 못하도록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거나 가로막을 수 있습니까?   
    What can hinder or prevent us from following this instruction?   

 
 
 
3. 20b 절에서 유다는   고 가르칩니다. 척 목사님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세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십니다. 그 중 첫번째는      
 입니다. 요한일서 5:14,15 절에 따르면 이렇게 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In verse 20b 

Jude instructs us to pray in the Holy Ghost.  Pastor Chuck explains that there are three ways we 
can pray in the Holy Spirit.  The first is to ask the Holy Spirit to direct our prayers. According to I 
John 5:14,15 why is it important for us to do this? 

 
 
a. 다음 구절들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두가지를 추가로 파악하십시  오. 

Identify the two additional ways we can pray in the Holy Spirit from the following verses: 
 

(1.) 로마서 Romans 8:26,27 절 
   
 
 

(2.) 고린도전서 I Corinthians 14:2,4a,14,15 절 
 
 
4. 우리 각자는 자신의 영적 성장을 위한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유다서 20 절의 공부가 어떤 

면에서 당신이 해야 할 몫을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거나 도전이 되었습니까?   Each of us has a 
responsibility for our own spiritual growth.  In what way has today’s study of Jude 20 motivated 
or challenged you to do your part?    

 
 
 

         
    . 

But grow in grace, and in the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베드로후서 II Peter 3:18a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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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 일일일일: 유다서 20, 21 절을 읽으십시오. 
THIRD DAY:  Read Jude 20,21 
 

1. 오늘 우리는 21 절을 중심으로 유다의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21a 절에서 
우리는 중대한 권고를 받습니다.       는 말씀은 유다서의 
핵심 주제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을 바꾸어 말하자면:      

      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것을 하고 있습니까?       
Today we continue our study of Jude's vital instructions by concentrating on verse 21.  In verse 
21a we are given a crucial exhortation.   Keep yourselves in the love of God is one of the key themes 
of Jude's letter. Another way of saying this is: Keep yourself in the place where God can demonstrate 
His love for you.   How do you do this?   

 

   
 

a. 만약 당신이      면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다른 
결과를 도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What difference would it make in your life if you 
didn’t keep yourself in the love of God? 

 
 

 

2. 잘 알려진 다음 찬송가의 한 구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 이것을 피하고      도움이 

되도록 다음 구절 들에서 무엇을 배우십니까?      Think about the following line from a well 
known hymn:  Prone to wander Lord I feel it, prone to leave the God I love.  What do you learn from 
the following verses that will help you avoid this and keep you in the love of God:   

 
a. 요한복음 John 15:4a 절 
 
 

b. 요한복음 John 15:9,10 절 
 
 
 

3. 유다서 21b 절의 중요한 가르침에 다시 한번 초점을 맞추십시오. 척 목사님은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를 지킵니다. 그분의 
재림을 우리 마음 속에 새기면 사물을 바로 보게 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하도록 당신 을 돕습니까?       
Focus once more on the essential instruction given in Jude 21b.   Pastor Chuck says:  We also keep 
ourselves in the love of God by looking for the return of Jesus Christ.  Things are put in perspective when 
we keep His return in our minds.  What helps you do this?   
 
 

 
a. 데살로니가전서 4:15-18절을 읽으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당신의 하루 하루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Read I Thessalonians 4:15-18.  How does looking for Jesus’ 
return affect your daily life? 

 
 
 

      
       
Looking for that blessed hope, and the glorious appearing  

of the great God and our Saviour Jesus Christ. 
디도서 Titus 2:13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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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4 일일일일: 유다서 22, 23 절을 읽으십시오. 
FOURTH DAY:  Read Jude 22,23 
 
1. 유다서는 22, 23 절에서 의심하는 자들을 향한 태도와 행동에 관한 중요한 두가지 추가 교훈 을 

신자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에 따르면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 당신 자신의 말로 
적으십시오.      Jude gives believers two more important instructions in verses 22,23 that deal 
with attitudes and actions toward those who are deceived.  In your own words write what we 
are to do according to: 

 

a. 유다서 Jude 22 절 
 
 

b. 유다서 Jude 23 절 
 
 

c. 이들 각 방법들에 대한 예를 들어보십시오.    
    Give an example for each of these methods. 

 
 
 
2. 우리는 유다서 22, 23 절에서 효과적인 복음 증거에 관한 조언을 받습니다. 이 구절들은 우리 가 

복음을 증거할 때 민감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 관해 무엇을 드러내 줍니까?    
   We receive counsel for effective witnessing from Jude 22,23.  What do these verses reveal        

about our need for sensitivity when witnessing?   
 
 
 

a. 23b 절에서       는 구절은     
는 말이 생각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In verse 23b the phrase: hating the garment 

spotted by the flesh reminds us that we should hate the sin but love the sinner.  Why is this 
important?   

 
 

 
b. 영적으로 타락한 자를 고 시도할 때, 갈라디아서 6:1 절에서 신자들에게 주의 하도록 

당부하는 점은 무엇입니까?  In attempting to restore someone who has fallen spiritually, what 
caution are believers given in Galatians 6:1?  

 
 
 
 
3. 복음 증거는 천국과 지옥이 달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는 사안의 긴박성을 자각해야 합니다. 오늘 공부가 이것에 관하여 당신에게 무엇을 
말해주었습니까?    Witnessing deals with a heaven or hell issue!  This should cause us to realize 
the urgency of sharing our faith with others.  How has today's study spoken to you about this?   

 
 
 
 

,       . 
Lord, please move me with compassion for the lost, I pray.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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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 일일일일: 유다서 24,35 절을 읽으십시오. 
FIFTH DAY:  Read Jude 24,25 
 
1. 유다는 주님께 속한 자들에게 확신을 북돋아 주는 말로써 그의 편지를 시작하고 끝 맺습니다. 

24 절의 유다의 선언을 적으며 이 말씀이 당신을 위로하고 격려하도록 하십시오. 
   Jude began and ended his letter with reassuring words to those who belong to the Lord.  Let Jude's 

declaration in verse 24 comfort and encourage you as you write it here phrase by phrase. 
 
 
 

a. 에베소서 3:20 절은  유다서 24 절에 무엇을 더하여 줍니까?   
    What does Ephesians 3:20 add to Jude 24?   
 
 
 
 
b. 유다서 24 절의 약속이 오늘 당신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 바는 무엇입니까?   
    In what specific way does the promise of Jude 24 minister to you today?   

 
 
 
 
도전질문: 주님이    들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다른 성경말씀들을 찾아 기록하십시오.                
Challenge:  Find and record other scriptures that reveal what He is able to do.     
 
 
 
 
2. 25 절에 있는 유다의 축도에서 당신이 주님에 관해 배우는 것을 적어보십시오.    
    Write what you learn about the Lord from Jude’s benediction in verse 25.       
 
 

 

 

a. 유다가 주님에 관해 쓴 단어들 중 하나를 골라 그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Choose one of the words Jude ascribes to the Lord and give its definition.   

 
 
 
 
3. 지금 시간을 내어 당신이 우리 구세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표현하는 문장을 쓰십시오.  
   Take time now to write a sentence expressing your praise and worship to God our Saviour.    
 
 
 
 
 

      
      . 

      
       . 

He is able, more than able 
to accomplish what concerns me today. 

He is able, more than able 
to handle anything that comes my way. 

-sel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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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6 일일일일 : 유다서 20-25 절을 복습하십시오. 
SIXTH DAY:  Review Jude 20-25 
 

1. 유다서 20, 21 절에 있는 4 가지 지극히 중요한 가르침을 기억해 보십시오. 각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하고 있습니까?   Recall the four vital instructions in Jude 20,21.  How are you applying each 
of these? 

 

 
 
 
2. 유다서 22,23 절의 공부가 어떤 면에서 당신의 복음 증거에 영향을 주었습니까?    
    In what way has your study of Jude 22,23 influenced your witnessing? 
 
 
 
 
3. 유다서 24,25 절이 당신의 믿음에 영향을 준 한가지가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Share a way Jude 24,25 affects your faith. 
 
 
 
 
4. 유다서 1-25 절의 공부를 통해 당신은 어떻게 더욱 풍성해졌고, 격려받고 도전받았습니까? Through 

your study of Jude 1-25, how have you been enriched, encouraged or challenged?   
 
 
 
 
5. 유다의 서신이 어떻게 당신에게      할 필요와 긴박성에 대하여 

각성하게 해 주었습니까? 3 절   How has Jude’s epistle alerted you to the urgency and need to 
earnestly contend for the faith today?  verse 3 

 
 
 
 
 

     
      

     
    . . 

All glory to Him, Who alone is God our Savior,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Yes, glory, majesty, power, and authority belong to Him, 
in the beginning, now, and forevermore. Amen. 

유다서 Jude 25 절 NL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