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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의 의는 어떤 

 의였을까요?(20, 22절)

2.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고 관계가 상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라가'의 의미를 생각하며 답해 봅시다.(22a)

3. 형제에게 '바보'라고 놀리면 지옥 불에 들어갈 위험이 농후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에게 이런 말을 하게 되는 

 마음이 무엇이길래, '지옥 불'을 운운하는 것일까요?(22b)

4. 형제와 화목하지 못하는 죄는 살인죄에 해당된다고 예수님은 십계명을 통해 해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하는 부분은 무엇일까요? 참고 구절들을 읽고 답해 보십시오. (21절, 참고/ 렘 31:33, 겔 36:27)

5. 형제와 화목하기 위해서 다시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야 합니다.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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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on the mount - 11

GAME CHANGER

Apply to Life1. The Lord says that you will certainly not enter the kingdom of heaven unless your righteousness 
 surpasses that of the Pharisees. What kind of righteousness did the Pharisees have? (Vv 20, 22)

2. If the relationship with your brother or sister has been damaged, what do you think the reason is? 
 Answer the question thinking about the meaning of 'Raca.' (22a)

3. The Bible states that anyone who says, ‘you fool!’ will be in danger of the fire of hell. What would be 
 the reason to say these things to your brother, and why does it mention ‘the fire of hell?’ (22b)

4. Jesus interprets that the sin of being angry with a brother or sister will be the same as the sin of 
 murder in the Ten Commandments. How can we surpass the righteousness of the Pharisees? 
 Read the reference verses and answer. (V 21, Ref/ Jeremiah 31:33, Ezekiel 36:27)

5. To be reconciled with your brothers, you must put on the righteousness of Jesus Christ. 
 What does it mean?

<Song in Response: You are My All in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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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ood person who cannot go to heaven 
(Matthew 5: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