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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금은 생활 속에서 여러 기능을 합니다. 그 중 본문은 어떤 기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까? 

 (13절, 참고/ 욥 6:6, 삼하 19:35, 골 4:6, 시 119:103)

2. 아래 구절은 소금의 어떤 기능을 은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욥 34:3 입이 음식물의 맛을 분별함 같이 귀가 (                                          ) 분별하나니

 골 4:6  너희 (                                          )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행 1:4  사도와 '(                                          )' 그들에게 분부하여... (개역개정) 예수께서 사도들과 

     '(                                          )'(새번역)

3. 팔복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입맛은 어떻게 변할까요?(참고/ 시 119:103, 시 34:8)

4. 빛을 많은 사람에게 비추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는 역할은 많은 수고와 희생이 따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한마디로 무엇이라 말합니까? (15-16절)

5. 영향력의 비밀을 다음 구절을 읽고 말씀해 보십시오.

 벧전 2: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                                          )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후 4:6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                                          ) 우리 마음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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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CHANGER

Apply to Life1. Does salt have many functions in our lives? What type of functions is the scripture talking about? 
 (V 13, Ref/ Job 6:6, 2 Samuel 19:35, Col 4:6, Psalm 119:103)

2. What are the functions of salt the verses below metaphorically refer to?

Job 34:3 For the ear tests (                                    ) as the tongue tastes food.

Col 4:6 Let your (                                         ) be always full of grace, seasoned with salt, so that you may 
know how to answer everyone.

Acts 1:4 On one occasion, while he was (                                    ) them, he gave them this command:...(NIV)

3. How will our taste be changed if we receive the Beatitudes? (Ref/ Psalm 119:103, Psalm 34:8)

4. You can say that the role of shining the light on many people to glorify God requires a lot of hard 
 work and sacrifice. What does the Scripture say in one word? (Vv15-16)

5. Read the following verses and share the secret of influence.

1 Peter 2:9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God’s special 
possession,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                                        ).

2 Cor 4:6 For God, who said, “Let light shine out of darkness,” made his light (                                    ) in 
our hearts to give us the (                                         ) of the knowledge of God’s glory displayed in the 
face of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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