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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기장이’이신 하나님 아버지

Potter’s House 1 Father God, ‘the Potter’ (Isaiah 64:8)
窑匠的家1  天父是“窑匠” (以赛亚书64:8)

이사야 64:8

마음열기
Ice Breaker

토기장이의 집은 지리적으로 토기의 재료가 되는 진흙이 많은 곳과 가깝고 물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토기장이의 집은 공간적으로 물레를 돌리고, 흙 반죽을 밟고, 가마를 걸고, 만
든 그릇을 쌓아두는 창고와 잘못 만든 토기들을 깨뜨려서 버릴 만한 공간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는 시간이자, 오늘 나눌 설교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으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해 나눠보기 원합니다. 이전과 다르게 ‘토기장이’ 하나님께
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봅시다. 

키워드
Keyword 하나님 아버지  Father God  天父

소개하기
Introduction

어느 날 어린 아들이 오래 묵은 사과나무에 올라갔습니다. 아버지는 나무 아래에서 아들이 올라가
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된 그 나무는 아들의 몸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휘어
져 부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키라고 소리쳤고, 사람들은 나무 곁에서 멀리 
피했습니다. 그 때 아버지는 아들이 곤경에 빠진 것을 보고, 두 팔을 벌리며 소리쳤습니다. “얘야, 어
서 뛰어내려라. 아빠가 받을 테니 걱정 말고 뛰어내려라.” 아들은 잠시 아래를 쳐다보더니 자신있게 
다음과 같이 외쳤습니다. “아빠,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빠? 나는 아빠를 믿어요.” 
그리고 난 후 아들은 안전하게 아버지의 두 팔로 뛰어내렸습니다. 그러한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아
버지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마음에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저는 하나님만
을 믿습니다.” 그 이 후로 아버지는 아들이 자신을 조금의 의심도 없이 믿어 주었듯이 하나님 아버지
를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데이 스쿨 타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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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지기
B o d y

1.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인류의                     이십니다. (이사야64:8)
    God, the potter, is the                        of mankind. (Isaiah64:8)

     神是窑匠，是人类的                               。(以赛亚书64:8)     神是窑匠，是人类的                               。(以赛亚书64:8)

1.1.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의 조상’이신 창조주이십니다. 
     (욥기31:15; 창세기5:1-3, 1:27; 누가복음3:37-38)
      God, the potter, is the Creator, the ancestor of all nations.
      (Job31:15; Genesis5:1-3, 1:27, Luke3:37-38)
         神是窑匠，是“所有民族的祖上”，是创造主。         神是窑匠，是“所有民族的祖上”，是创造主。(约伯记31:15; 创世记5:1-3, 1:27; 路加福音3:37-38)(约伯记31:15; 创世记5:1-3, 1:27; 路加福音3:37-38)

1.2.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직접 빚으셨습니다. 
      (이사야64:8; 욥기10:8-9; 시편119:73, 139:13-15)
        God, the potter, formed us with his hands. (Isaiah 64:8, Job10:8-9, Psalm119:73, 139:13-15)

          神是窑匠，祂亲手塑造了我们。(以赛亚书64:8; 约伯记10:8-9; 诗篇119:73, 139:13-15)          神是窑匠，祂亲手塑造了我们。(以赛亚书64:8; 约伯记10:8-9; 诗篇119:73, 139:13-15)

2.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이사야64:8)
    God our Father knows                           . (Isaiah 64:8)

     神是我们的父，祂知道                               。 (以赛亚书64:8)     神是我们的父，祂知道                               。 (以赛亚书64:8)

2.1.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마태복음6:8-9, 31-33)
                  God our Father knows all our needs.(Matthew6:8-9, 31-33)
         神是我们的父，祂知道我们所有的需求。(马太福音6:8-9, 31-33)         神是我们的父，祂知道我们所有的需求。(马太福音6:8-9, 31-33)

2.2.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경외’를 요구하십니다. 
     (신명기10:12; 시편5:7, 25:14, 111:10)
        God our Father asks His children to ‘fear’ Him.(Deuteronomy10:12, Psalm5:7, 25:14, 111:10)
         神是我们的父，祂要求子女们“敬畏”。(申命记10:12; 诗篇5:7, 25:14, 111:10)         神是我们的父，祂要求子女们“敬畏”。(申命记10:12; 诗篇5:7, 25:14, 111:10)

1.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아버지 되심’ 에 대해 서로 가지고 있는 개념에 대해 나눠봅시다. 

2.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설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음 위에 서게 해주셨다는 것입니
다. 나의 경험, 지식, 상황을 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며 기도합시다.

동행하기
Walking Together

더 나아가기
One Step Further

이사야 64:8 [ 개역개정 ]
8 그러나 여호와여 ,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Isaiah 64:8 [NIV]
8Yet you, Lord, are our Father. We are the clay, you are the potter; we are all the work of 
your hand.

以赛亚书 64:8 [CUNPSS]

8耶和华啊，现在你仍是我们的父！我们是泥，你是窑匠；我们都是你手的工作。

3.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이사야64:8; 예레미야18:2-4; 창세기2:7; 이사야43:1, 21; 예레미야33:2, 1:5; 이사야46:11)
    God, the potter, created us for a                        . 
    (Isaiah 64:8, 43:1, 21, 46:11, Jeremiah18:2-4, 33:2, 1:5, Genesis2:7)

     神是窑匠，祂以自己的                               塑造了我们。     神是窑匠，祂以自己的                               塑造了我们。
     (以赛亚书64:8; 耶利米书18:2-4; 创世记2:7; 以赛亚书43:1, 21; 耶利米书33:2, 1:5; 以赛亚书46:11)     (以赛亚书64:8; 耶利米书18:2-4; 创世记2:7; 以赛亚书43:1, 21; 耶利米书33:2, 1:5; 以赛亚书46: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