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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히 쓰는 그릇

 Vessels for Noble Purposes  (2Timothy 2:21)
贵重的器皿  (提摩太后书 2:21)

디모데후서 2:21

마음열기
Ice Breaker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그릇들은 주인의 손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주인은 쓸 수 있는 그릇은 점점 자주 사용

하지만, 쓸 수 없는 그릇은 점점 주인의 손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쓸 수 없는 그릇은 결국 그릇의 본래 목적을 상

실하고 맙니다. 주인이 손대지 않는 그릇이 되어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

고 토기를 만듭니다. 토기가 어떻게 사용될지를 미리 결정하시고, 토기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미리 디자인 

하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그릇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

가는 것입니다.

키워드
Keyword 그릇   Vessel    器皿

소개하기
Introduction

한 체로키 인디언인 노인이 손자에게 삶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그는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 늑

대가 싸우는 것과도 같단다. 하나는 악마 같은 놈인데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분개, 자기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허영, 잘난 체하는 자신의 거짓자아를 나타낸단다. 다른 놈은 선한 놈이지. 이 놈은 기쁨, 평화, 사

랑, 희망, 친절, 선의, 고요함,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연민, 신뢰를 나타낸단다. 이 같은 싸움이 네 안에서

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도 일어난단다.”

손자는 잠시 동안 그 말을 생각하다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체로키 노인은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마음이 있지만 어떤 마음을 붙들고 사느냐에 따라 내 삶의 모습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을 붙들고 키워나갑시다.

최병남 목사(대전중앙교회)

토기장이의 집 Potter’s House 窑匠的家 13



친해지기
B o d y

1.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된 예배자들을 선한 일에 부르십니다.

     God calls His worshippers who have consecrated themselves and became holy for His  good work. 
     蒙神拣选成为圣洁的敬拜者，受呼召行善事。

 

1.1.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거룩한 공동체 안에 깊이 거하십시오.
      (디모데후서2:21-22; 레위기11:44-45; 베드로전서1:16; 요한1서2:15-17)

      Flee from the evil desires of youth and abide in the holy community.
       (2Timothy 2:21-22; Leviticus 11:44-45; 1Peter 1:16; 1John 2:15-17)
        逃避少年的私欲，深居在共同体中。
        (提摩太后书 2:21-22; 利未记11:44-45; 彼得前书 1:16; 约翰一书 2:15-17 )

1.2. 공동체 안에서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으로 선한 일을 행하십시오.
      (디모데후서2:21-22, 3:14-17; 디도서3:1)

       Do the good works with righteousness, faith, love, and peace in the community.
       (2Timothy 2:21-22, 3:14-17; Titus 3:1)
       在共同体中，以公义、信德、仁爱、和平，行善事。(提摩太后书2:21-22, 3:14-17; 提多书 3:1)

1.3. 하나님의 선한 일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골로새서1:9-10; 느헤미야2:18-20, 13:8-14; 사도행전10:38; 에베소서2:8-10; 히브리서13:21)

      God’s good works bear fruits of fulfillment of God’s covenant.
      (Colossians 1:9-10; Nehemiah 2:18-20, 13:8-14; Acts 10:38; Ephesians 2:8-10; Hebrews 13:21)        
      神的善事，就是结出成就神应许的果实。
      (歌罗西书 1:9-10;  尼希米记2:18-20, 13:8-14; 使徒行传 10:38;  以弗所书2:8-10;  希伯来书13:21)

2. 분열이 아닌 연합으로 예수님의 몸을 세우십시오.

    Build up the Body of Jesus through unity not division. 
    不可分裂，相互联合建立耶稣的身体。

2.1. 세상의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합니다.
     (디모데후서2:23-24; 디모데전서1:4, 6:4-5; 디도서3:2, 9)      

      We should avoid all the foolish and stupid arguments in the world.
      (2Timothy 2:23-24; 1Timothy1:4, 6:4-5; Titus 3:2, 9)
      要弃绝世上愚拙无学问的辩论。(提摩太后书2:23-24;  提摩太前书 1:4, 6:4-5;  提多书 3:2, 9)

1. 거룩한 예배자로 부르심 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일을 따라 나아가는 과정 중에 방해나 걸림돌이라고 생

각하는 영역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2. 연합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된 삶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께 연합될 때 우리를 통해 친히 행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소그룹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동행하기
Walking Together

2.2. 자신 안에 있는 묵은 누룩을 버려 스스로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고린도전서5:7; 이사야52:11-12)

        We must get rid of the old yeast in us and purify ourselves.(1Corinthians 5:7; Isaiah 52:11-12) 
         除净内心的旧酵，务要自洁。(哥林多前书 5:7; 以赛亚书52:11-12)

2.3. 분열이 아닌 연합으로, 힘껏 예수님의 몸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2:24; 에베소서4:2-3, 11-16; 골로새서2:19) 

       We must make every effort to build up the Body of Jesus through unity not division. 
       (2Timothy 2:24; Ephesians 4:2-3, 11-16; Colossians 2:19)        

       不可分裂要联合，竭力建立耶稣的身体。(提摩太后书2:24; 以弗所书4:2-3, 4:11-16; 歌罗西书2:19)

디모데후서 2:21 [개역개정]

21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2 Timothy 2:21 [NIV]
21 Those who cleanse themselves from the latter will be instruments for special purposes, 
made holy, useful to the Master and prepared to do any good work.

提摩太后书 2:21 [CUNPSS]
21 人若自洁，脱离卑贱的事，就必作贵重的器皿，成为圣洁，合乎主用，预备行各样的善事。

더 나아가기
One Step Furt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