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기장이의 집 5

‘Listening’ and ‘Obeying’
听从和行为

시편 · Psalms · 诗篇  40:6-8

‘청종’과 ‘행함’ 



시편 40:6-8
6 주께서 나의 귀를 통하여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7 그 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8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Psalms 40:6-8
6 Sacrifice and offering you did not desire — but my ears you have opened — burnt offerings and sin offerings you did not require.
7 Then I said, “Here I am, I have come—it is written about me in the scroll.
8 I desire to do your will, my God; your law is within my heart.”

诗篇 40:6-8诗篇 40:6-8

6 祭物和礼物，你不喜悦；你已经开通我的耳朵。燔祭和赎罪祭非你所要。

7 那时我说：看哪，我来了！我的事在经卷上已经记载了。

8 我的　神啊，我乐意照你的旨意行；你的律法在我心里。



Ice Breaker

조지 뮬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6가지 단계를 소개한다. 첫째,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에 관한 나의 의사가 있지 않도록 마음을 
비우려고 노력한다. 

둘째, 결과에 대해서는 나의 감정이나 이상을 개입시키지 않도록 노력한다. 
셋째,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방향을 깨달으려고 노력한다. 
넷째, 주변 상황을 고려한다. 종종 상황과 말씀과 성령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님의 뜻을 밝혀준다. 
다섯째,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내게 보여주시기를 간구한다. 
여섯째, 앞에 열거한 대로 하나님께로 향한 기도를 통하고, 성경 말씀과 묵상을 통한 뒤에 심사 숙고하여 다다르게 된 결론에 따라 

행한다. 이때 내 마음에 평안이 따르면, 두세 번 더 기도한 다음 진행한다. 

죠지 트루엣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며,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은 비록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행복과 풍요로움이 보장되어 있다. 매일 매순간의 삶 가운데 우리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뜻을 구하자. 

24시간 그리스도인 / 홍영기

마음열기



소개하기

저번주에 이어 하나님의 뜻을 ‘청종’ 하는 것에 대해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나눌 설교는 ‘청종’과 ‘행함’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의 뜻을 ‘청종’ 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청종’ 하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나타낼 때 선한 목자 
되셔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책임지시고,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즐겨하는 자, 그 법이 심중에 있는 
자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자가 될 것입니다. 

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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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친해지기

1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여, 남은 인생을 그 뜻대로 사십시오. 
Live the rest of your life according to God's will, listening to His word.
听从神的话语，余生照祂的旨意而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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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y친해지기

1.1.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By listening to God's Word, rely only on God who protects us.
通过听从神的话语，单要倚靠守护我们的神。

1) 피조물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시편146:2-5; 이사야2:22,10:20; 잠언3:5-7,11:28)

Do not count on people, the creatures, but on God, the creator.
(Psalm146:2-5, 18:28-29, 121; Isaiah2:22, 10:20; Proverbs3:5-7, 11:28)

不要倚靠人(人是受造物)，要倚靠创造主神。
(诗篇146:2-5; 以赛亚书2:22,10:20; 箴言3:5-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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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지기

2)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하나님에게 들러붙으십시오.
(신명기13:4; 사무엘하22:29-30; 시편18:28-29; 역대하14:11-13)

Stick to God by loving Him and listening to His Word.
(Deuteronomy13:4; 2Samuel22:29-30; 2Chronicles14:11-13)

通过爱神、听从神，粘附于神。
(申命记13:4; 撒母耳记下22:29-30; 诗篇18:28-29; 历代志下14:11-13)

3)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시편121)
Lord is the Creator, God who protects us. (Psalm121)
主是守护我们的创造主神。(诗篇121)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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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나님의 언약을 청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십시오.
(신명기11:13-15; 레위기26:21; 민수기14:21-23)

By listening to God's promise, enjoy the blessings of heaven on earth.
(Deuteronomy11:13-15; Levites26:21; Numbers14:21-23)

通过听从神的应许，在地上享受天上的福。
(申命记11:13-15; 利未记26:21; 民数记14:21-23)

1.3.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기쁨으로 남은 인생을 주 뜻대로 사십시오.
(요한복음14:23-24, 14:15, 21; 여호수아24:23-24; 예레미야26:13)

By listening to God's word, live the rest of your life according to His will with joy.
(John14:15, 21, 23-24; Joshua24:23-24; Jeremiah26:13)

听从神的话语，余生以喜悦照主的旨意而活。
(约翰福音14:23-24, 14:15, 21; 约书亚记24:23-24; 耶利米书26:13)

친해지기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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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지기 Body

2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God, the good shepherd, takes care of His people to the end.
作为好牧人的神，对人负责到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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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청종하여 어디로 인도하든지 항상 따라갑니다.
      (요한복음10:23-27, 10:2-15; 요한계시록14:4; 마가복음1:16-20)

The good shepherd knows the sheep, and the sheep listen to the shepherd's voice and 
always follow Him wherever He leads. (John10:2-15, 23-27; Revelations14:4; Mark1:16-20)

好牧人认识羊，羊听从牧人的声音，无论往哪里去，都跟随他。
(约翰福音10:23-27, 10:2-15; 启示录14:4; 马可福音1:16-20)

2.2.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결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시편23)
God, the good shepherd, walks with us and leads us to quiet waters in the end.(Psalm23)
作为好牧人的神，与我们同行，最终领我们到可安歇的水边。(诗篇23)

친해지기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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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아갑니다.

If we follow Jesus, the good shepherd, we would live according to God's calling.; 

跟随好牧人耶稣，我们就可照着神的呼召而活。

1)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는 부르심을 회복하게 됩니다.(요한복음21:15-17)

When our relationship with Jesus, the good shepherd, is restored, we will restore our calling. (John21:15-17)

与好牧人耶稣恢复关系，我们的呼召就可得以恢复。(约翰福音21:15-17)

2)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우리도 이 땅에서 선한 목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히브리어13:20-21; 베드로전5:2-4; 신명기6:1-2; 마태복음9:35-10:1)

If we follow Jesus, the good shepherd, we will live as good shepherds on the earth.
(Hebrews13:20-21; 1Peter5:2-4; Deuteronomy6:1-2; Matthew9:35-10:1)

跟随好牧人耶稣，我们在这地上也能以好牧人而活。
    (希伯来书13:20-21; 彼得前书5:2-4; 申命记6:1-2; 马太福音9:35-10:1)

친해지기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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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Together

1. 일주일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 혹은 
교만한 태도로 나아간 적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2. 하나님 아버지가 약속하신 언약을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부르심을 따라 
행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경험하는 개인, 가정,공동체, 교회,다음세대를 위해 격려하고, 함께 기도합시다.

동행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