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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령이 (                                 )하다는 말은 '인생이 내 맘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면, 

 (                                 )은 그 원인이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나름 죄란 무엇인지 내 말로 

 정리해 봅시다.

2. 애통하며 울어 본 적이 있는지요? 있었다면, 참고 구절을 읽고 나의 애통과 비교해 보십시오.(참고/ 롬 7:24)

3. 애통이 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4절, 참고/ 유진 피터슨 [메시지])

"You're blessed when you feel you've lost what is most dear to you. Only then can you be embraced 

by the One most dear to you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낄 때, 당신은 축복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야 당신에게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라고 했습니다.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것이 복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위로를 구합니까?(고후 1:5)

적용하기

<적용찬양: 이제는 내가 없고, 내 평생에 가는 길(찬470/새413장)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잃은 눈물, 찾은 눈물!
(마 5:4) 

산상 설교 강해- 제2편 

게임 체인저



Sermon on the mount - 2

GAME CHANGER

Apply to Life1. If the (                                           ) in spirit helps us to realize ‘life does not go my way’, then we could 

 say that to (                                           ) is understanding that the cause is sin. Describe in your own 

 words what sin is.

2. Have you ever cried out in mourning? If so, read the reference verse and compare with your 
 mourning. (Ref: Ro 7:24)

3. What is the reason that mourning could become blessing? (v.4, Ref: Eugene Peterson [Message])
  “You’re blessed when you feel you’ve lost what is most dear to you. Only then can you be 
 embraced by the One most dear to you.”

4. It says ‘those who mourn…they will be comforted’. Blessing is being comforted by your most 
 special person. Who do you seek comfort from? (2Cor 1:5)

<Song in Response: I Belong to You O Lord, It is Well with My Soul

Apply to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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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st Tears, Found Tears!
(Matthew 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