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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12 (월) 행 10:1-46 a devout man who feared God with all his household,.. prayed continually to God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하여지고 있을때, 사마리아 북쪽 끝 가이샤라에 살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돕는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2) 어느날 오후 3 시쯤 기도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구제를
받으셨으니, 2 일쯤 걸리는 거리에 있는 욥바라는곳에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전합니다.(3-5) 이방인과
교제를 금하고 있던 베드로에게도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보이셔서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 집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9-43), 열린 마음으로 말씀들 듣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십니다.(44-46)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최초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습니다. 고넬료는 이미 유대에서 일어난 일을 듣고(37) 그것이 어떤것인지 하나님께
여쭙는 기도를 하였을까요? 한창 바쁠시간인 오후 3 시에 시간을 떼어 기도하던 고넬료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루에 얼마나 자주 기도를 합니까? 들리는 많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8/21/12 (화) 딤전 6:1-2 so that the name of God and teaching may not be reviled
그 당시 노예로 있으면서 성도가 된 사람은 어떤 태도로 주인을 대하여야 한다고 합니까?(1) 그렇게 함으로서 무엇이
지켜집니까?(1) 만일 그 주인이 믿음안에서 한 형제라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2)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을 더
존중하고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2) 성도로서 주위 사람을 대하는 나의 자세에 따라 내가 믿는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인식하며 사람들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두려워서 내가
믿는것에 대해 드러내고 있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런 가르침을 주위 성도를 격려하며 공유하십니까?
8/22/12 (수) 딤전 6:3-5 He has an unhealthy craving for controversy and for quarrels about words
만일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가르침과 다르다면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고 평가해도 좋겠습니까?(3-4)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전하지 못한 관심은 무엇입니까?(4)
그런것들은 결국 무엇을 생산합니까?(5-6) 경건을 자신들이 이득을 취할 방법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분쟁이 일어나는것은 그들의 상태가 어떻기 때문입니까?(5)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들은
건강한것들입니까? 열심을 내서 논쟁한 후에 생기는것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것입니까, 시기, 분열,
비방, 악한 생각을 일으키는것들입니까?
8/23/12 (목) 딤전 6:8-10 if we have food and clothing, with these we will be content
경건에는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6) 삶에서 경건을 훈련하다보면 어떤 깨달음이 있겠습니까?(7) 그것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서 만족하게 해줍니까?(8) 만일 부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위험이 있습니까?(9) 그것은 결국 어떤
상태로까지 사람을 몰고갈 수 있습니까?(9) 그 이유는 돈에 대한 사랑이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까?(10)
결국 잘못된 욕심 때문에 믿음으로 부터 떠난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10) 내가 훈련하고 있는 경건은
어떤것입니까? 그 훈련으로 만족하는게 많아졌습니까? 재물을 보는 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그 관점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나의 관점과 성경의 관점이 다르다면 내가 훈련해야 할 경건(Godliness) 는 어떤 부분일까요?
8/24/12 (금) 딤전 6:11-16 Pursue righteousness, godliness, faith, love, steadfastness, gentleness
믿는 자들이 추구해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11)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까?(12) 성도는
무엇을 가지기 위해 부름을 받았으며, 많은 증인들 앞에서 증거하였습니까?(12) 바울이 권하는것이 선한것임을
증거하는 증인들은 누구입니까?(13)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맡은 자로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때까지 어떻게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까?(14)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십니까?(15) 하나님께서 주신 예수님의 권위는
어떤것입니까?(11) 죽지 않으시는 생명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16) 믿음을 지키는것이
쉽다고 느껴지십니까, 어렵다고 느껴지십니까? 내가 매일 힘써 추구하고 있는것들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한것들중에
있습니까? 내가 배운 말씀이 타협되지 않고 잘 보존되고 있습니까?
8/25/12 (토) 딤전 6:17-21 storing up treasures for themselves as a good foundation for the future
현재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진 부를 가지고 어떻게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합니가?(17) 우리가 가진것들은
어떻게 얻어진것입니까(17) 내가 여유가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합니까?(18) 그것은 결국 어떤 보물을
쌓는것입니까?(19) 그것이 무엇을 붙잡을 수 있게 합니까?(19) 믿는 성도는 맡겨진것을 잘 지키고 무엇을 피하여야
합니까?(20) 그것들은 세상에서 무엇으로 알려져있습니까?(20) 그런것들에 몰두하다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20)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여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나의 기본적인 필요를 채우는것 이외에
쓰이는 다른것들이 선한 일에 얼마나 쓰이고 있는지 점검해봅시다. 기본적인것이라고 생각되는것이 좀 더 줄여질 수
있는지도 고려해봅시다. 나는 참 생명에 이르게 하는 보물을 얼마나 쌓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지식이라고 알려져
있는것들이 정말 영생에 이르게 하는 지식인지, 그것들이 내 머리속을 채우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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