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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경을 지금부터 읽기 시작한다면,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몇 번 통독 할 수 있을까요?

2. 예수님의 성경 해석이 당시 청중들에게 참신하고 혁명적이었는지, 성경의 권위를 과소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었을 때, 

 주님은 무엇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긋습니까?(17절, 참고/ 막 1:27, 암 8:11-12)

3.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까? 쿰란의 '사해사본(the dead sea scroll)'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느낀 바를 

 나누어 보십시오.(참고/ 딤후 3:16-17)

4.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는 뜻은 예수님이 그 말씀의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참고 구절을 읽으시고, 어떻게 예수님의 삶이 율법의 완성이 되는지 나누어 봅시다.(참고/ 눅 24:27, 출 21:23-25)

5. 천국에서 큰 자는 누구라 말씀합니까?(19절)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누구입니까?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축복하십시다.

적용하기

<적용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찬399/새546장)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김한요 목사

'절대(absolute)'가 바꿉니다
(마 5:17-19) 

산상 설교 강해- 제10편 

게임 체인저



Sermon on the mount - 10

GAME CHANGER

Apply to Life1. If you start reading the Bible from now on, how many times can you read it through before you 
 come to the Lord?

2. Jesus' interpretation of the Bible was novel and revolutionary for the audience at the time. When 
 there was a tendency to underestimate the authority of the Bible, how did the Lord decisively make 
 it clear? (V 17, Ref/ Mark 1:27, Amos 8:11-12)

3. Do you believe that the Bible is the Word of God? Share what you felt when you heard the story of 
 the ‘Dead Sea Scrolls’ at the Qumran Caves. (Ref/ 2 Timothy 3:16-17)

4. “Not the smallest letter, not the least stroke of a pen, will by any means disappear from the law until 
 everything is accomplished” means that Jesus is the fulfillment of the law. Read the reference verses 
 and share how Jesus' life fulfills the law. (Ref/ Luke 24:27, Exodus 21:23-25)

5. Who would be called great in the kingdom of heaven? (V 19) Who is the real game changer? 
 Pray for one another with many blessings.

<Song in Response: If the Lord Says so; Standing in the Prom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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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bsolute" changes(anything/everything)

(Matthew 5:1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