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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도 형벌은 없었고 법도 없었다. 어떤 법의 권능은 불순종에 대한 형벌이다. 아담과 하

와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형벌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날에도 누구

든지 그의 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형벌하시기로 정하셨다. 그는 우리에게 그의 말씀을 통

해서 이러한 형벌은 죽음 후에 영원에서 주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

들의 양심을 통해서 그의 지옥이 있다고 생각한다. 양심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것을 무시

하는데 그들의 양심은 죽어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역시 천국은 단지 사람의 양심에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또 다른 생각들은 “우리는 우리의 지옥을 지구상에서 갖게 다.” 이것이 그

릇된 것은 많은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잘 되는 것으로 나타나는 동안 많은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기 때문이다. 많은 불법들이 가득하다. 사람들은 그들의 삶을 

마치기까지 완전히 판단될 수 없다. 성경은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판단을 받는다고 가르치고 있다. 그러한 가르침은 

의로운 사람들은 떠나서 하늘에 가게 될 것이고 악한 사람들은 지옥에 던져질 것이라는 말

이다. 지옥은 그러므로 악한 사람들이 던져질 사실적인 장소이다. 

 

1.최후의 판결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나타날 것인가?(고후 5: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왜 모든 것이 심판 때에 나타나게 될 것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부자는 어디에서 그의 눈을 들어 봤는가?(눅 16:2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부자가 그의 형제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말은 무엇인가?(눅 16:2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악한자들이 받게 될 형벌은 어떤 것인가?(마 25:4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선한 자들이 받게 될 생명은 무엇인가?(마 25:4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지옥에서는 영원에서 영원까지 무엇이 행해질 것인가?(계 20: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지옥에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마 25:3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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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지옥에서는 어떤 종류의 불이 있을 것인가?(마 25:4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0.지옥의 불은 꺼질 것인가?(막 9:4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1.악한 사람들은 어떤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인가?(살후 1: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2.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가?(마 10:2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3.악한 자들이 있는 곳의 고난의 연기가 얼마동안 올라갈 것인가?(계 14: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4.사람은 몇 번이나 죽도록 정해져 있는가?(히 9:2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5.두 번째 죽음이란 무엇인가?(계 21:8) 

성경은 어느 누구의 두 번째 죽음의 상태도 기록하고 있지 않다. 유황불 못이 바로 두 번째 

죽음이다. 그 장소를 두 번째 죽음이라고 불리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저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이며 그들은 산 체로 유황 불 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이다. 그 것은 다시 죽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해지며 그 못이 바로 두 번째 죽음이며 

사람들은 그곳에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6.지옥은 누구를 위하여 만들어졌는가?(마 25:4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7.성경이 표현하는 지옥에 관한 모든 비유들에 따라 사실적으로 그런 곳을 만든다면 가능

성이 거의 없고 최소한 엄중하지 않은 형벌의 장소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8.지옥에서는 형벌의 등급이 다른가?(눅 12:47~4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19.지옥에서 고통은 의식할 수 있는 것인가?(눅 13:28~30; 롬 2:8~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0.의인들이 천국에서 희락을 누리는 동안만큼 악이 지옥에서 형벌 될 것은 분명한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