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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절망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  <팔복 강해>-(2)
본문: 마태복음 5:7-12 (Mat 5:7-12)
* 절망할 필요가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I. (            )로운 사람

(마 5:8) 자비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비롭게 대하실 
것이다.

(딛 3:5)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을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마 25:40하)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II. 마음이 (           )한 사람

(마 5:8)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눅 11:39)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 너희 
바리새파 사람들은 잔과 접시의 겉은 깨끗하게 하지만,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약 4:8하)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왜 축복인가?

1. 하나님을 만날 때 (             )에 대한 욕구가 해결된다

(벧전 2:22)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 (              )을 있는 모습대로 용납하게 된다

(롬 5:1)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3. (            )에 대해서도 관용하게 된다

(롬 3:23-2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4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III. (             )를 이루는 사람

(마 5:9)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고후 5:18)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엡 2:2, 4-5) 그 때에 여러분은 허물과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4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5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 주셨습니다. 

IV. (           )를 위해 박해 받는 사람

(마 5: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마 5:12)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