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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방의 디자이너, 하나님

Potter’s House3  Designer of the nations, God (Jeremiah18:6)
窑匠的家3  列邦的设计师，神 (耶利米书 18:6)

예레미야 18:6

마음열기
Ice Breaker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그릇들은 주인의 손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주인은 쓸 수 있는 그릇은 점점 
자주 사용하지만, 쓸 수 없는 그릇은 주인의 손에서 멀어집니다. 쓸 수 없는 그릇은 본래 그릇의 목적
에서 상실하게 됩니다. 주인이 손대지 않는 그릇이 되어 버려지는 것입니다. 토기장이는 자신의 분명
한 목적을 가지고 토기를 만듭니다. 토기가 어떻게 사용 될지를 미리 결정하시고, 토기가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들을 미리 디자인하는 것입니다. 큰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그릇들이 
함께 어우려져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키워드
Keyword 열방의 디자이너  Designer of the nations  列邦的设计师

소개하기
Introduction

탄광촌을 방문한 어느 젊은 목사가 탄광을 지나게 되었다. 어둡고 더러운 갱 안의 통로에서 아름
답고 하얀 꽃이 자라고 있는 것을 그는 발견했다. “어떻게 이 시커먼 탄광에서 이와 같이 깨끗하고 
아름다운 꽃이 피고 있습니까?”라고 그 목사는 광부에게 물었다. 그랬더니 “탄가루를 그 꽃에게 부
어보십시오” 하고 대답했다. 그래서 목사가 그 말대로 했는데 놀라운 것은 탄가루가 꽃잎에 닿자마
자 가루들이 바닥으로 떨어졌으며 그 꽃은 전대로 있었다. 꽃잎이 너무나 매끄러웠기 때문에 탄가루
가 꽃잎에 붙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장소를 바꾸어도 꽃이 깨끗하게 피어나
듯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서 인간으로 살 수 밖에 없으나 하나님은 인간이 다방면에서 죄를 접촉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깨끗하게 지켜주시며, 죄악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게 보호해주
신다. 죄악의 한가운데 서게 되는 것은, 마치 하얗고 아름다운 꽃이 갱 안에서 피는 것과 같다. 청결
의 비결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을 볼 수 있음의 비결, 하나님을 알 수 있음의 비결은 곧 마
음의 청결에서 온다. 마음의 깨끗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깨끗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 그
래야 어떠한 환경에 처하여도 완전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 

/빌리 그래함 

토기장이의 집 3

더 나아가기
One Step Further

예레미야 18:6 [ 개역개정 ]
6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Jeremiah18:6 [NIV]
6He said, “Can I not do with you, Israel, as this potter does?” declares the Lord. “Like clay 
in the hand of the potter, so are you in my hand, Israel.

耶利米书 18:6 [CUNPSS]

6「耶和华说：以色列家啊，我待你们，岂不能照这窑匠弄泥吗？以色列家啊，泥在窑匠的
手中怎样，你们在我的手中也怎样



친해지기
B o d y

1.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나라의 유효기간을 결정하십니다. (예레미야18:6-10)
    God determines the validity period of all peoples and nations.(Jeremiah18:6-10)
    神决定所有民族和国家的有效期。(耶利米书18:6-10)    神决定所有民族和国家的有效期。(耶利米书18:6-10)

1.1.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과 나라의 유효기간을 결정하셔서 세우시고 무너뜨리십니다. 
      (이사야30:14; 시편2:8-9; 예레미야1:10) 
       God founds and destroys all peoples and nations by deciding their validity period.         
       (Isaiah30:14; Psalm2:8-9; Jeremiah1:10)
       神决定所有民族和国家的有效期，建立、推翻。(以赛亚30:14; 诗篇2:8-9; 耶利米书1:10)        神决定所有民族和国家的有效期，建立、推翻。(以赛亚30:14; 诗篇2:8-9; 耶利米书1:10) 

1.2.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과 지도자의 유효기간을 결정하셔서 올리시고 내리십니다. 
      (사무옐상2:6-7; 다니엘2:20-21,41,47; 역대상29:11-12)
      God exalts and humbles all lives and leaders by deciding their validity period .
       (1Samuel2:6-7; Daniel2:20-21,41,47; 1Chronicles29:11-12)
      神决定所有人生和领导者的有效期，高升、掉落。(以赛亚书30:14; 诗篇2:8-9; 耶利米书1:10)       神决定所有人生和领导者的有效期，高升、掉落。(以赛亚书30:14; 诗篇2:8-9; 耶利米书1:10) 

1.3. 하나님께서 모든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유효기간을 결정하셔서 무효하게 하십니다. 
     (시편33:10-11; 이사야66:18; 사도행전5:38-39; 다니엘2:22)
      God makes all ideas and ideologies invalid by deciding their validity period.
      (Psalm33:10-11; Isaiah66:18; Acts5:38-39; Daniel2:22)
       神决定所有思想和意思形态的有效期，使其无有功效。       神决定所有思想和意思形态的有效期，使其无有功效。

       (诗篇33:10-11; 以赛亚书66:18; 使徒行传5:38-39; 但以理书2:22)       (诗篇33:10-11; 以赛亚书66:18; 使徒行传5:38-39; 但以理书2:22)

2. 하나님께서 목적을 따라서 다양한 그릇을 디자인하십니다. (예레미야18:6)
    God designs various vessels according to His purpose.(Jeremiah18:6)
    神随旨意设计各种各样的器皿。(耶利米书18:6)    神随旨意设计各种各样的器皿。(耶利米书18:6)

2.1.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다양한 그릇을 디자인하십니다. 
     (디모데후서2:20; 디모데전서3:15; 로마서9:21)
       God designs various vessels, according to His purpose.
       (2Timothy2:20; 1Timothy3:15; Romans9:21)
       神随自己的旨意设计各种各样的器皿。(提摩太后书2:20; 提莫太前书3:15; 罗马书9:21)       神随自己的旨意设计各种各样的器皿。(提摩太后书2:20; 提莫太前书3:15; 罗马书9:21)

2.2. 하나님께서 목적에서 벗어난 그릇을 깨뜨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새로운 그릇을 
      디자인하십니다. (예레미야18:4; 로마서9:20-21)
       God breaks a vessel which diverges from the purpose, and designs a new vessel that 
       fits for His purpose again.(Jeremiah18:4; Romans9:20-21)
       神打碎偏离旨意的器皿，重新设计符合神旨意的新器皿。(耶利米书18:4; 罗马书9:20-21)       神打碎偏离旨意的器皿，重新设计符合神旨意的新器皿。(耶利米书18:4; 罗马书9:20-21)

1. 청종,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기,하나님의말씀으로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 중 요즘 하나님께서 당신
에게 말씀하시는 시즌은 어떤 시즌 인가요? 

2. 하나님이 빚으시는대로 동의하며 나아가는 서로를 축복합시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께 우리를 온전히 내어드리는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되기를 기도합시다.

동행하기
Walking Together

2.3. 하나님께서 목적에 따라 디자인된 그릇 안에 예수님을 담아놓으십니다. (고린도후서4:6-11)
       God puts Jesus in a vessel designed for His purpose.(2Corinthians4:6-11)
        神随旨意设计的器皿，就是用来承装耶稣的器皿。(哥林多后书4:6-11)        神随旨意设计的器皿，就是用来承装耶稣的器皿。(哥林多后书4:6-11)

3.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거룩한 그릇을 사용하십니다.
    God uses clean and holy vessels.
    神使用干净且圣洁的器皿。    神使用干净且圣洁的器皿。

3.1. 하나님께서 자신을 깨끗하게 구별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동행하십니다. 
      (디모데후서2:21-26; 이사야52:11-12; 고린도전서5:7; 레위기11:44-45; 베드로전서1:16)
       God walks with His people who ‘set themselves apart and live holy lives.’
       (2Timothy2:21-26; Isaiah52:11-12; 1Corinthians5:7; Leviticus11:44-45; 1Peter1:16)
        神与神的子民同行，神的子民是自我洁净、自我分别、过圣洁人生的人。        神与神的子民同行，神的子民是自我洁净、自我分别、过圣洁人生的人。

        (提摩太后书2:21-26; 以赛亚书52:11-12; 哥林多前书5:7; 利未记11:44-45; 彼得前书1:16)        (提摩太后书2:21-26; 以赛亚书52:11-12; 哥林多前书5:7; 利未记11:44-45; 彼得前书1:16)

3.2.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예레미야18:10; 사무엘상15:18-24)
       God fulfills His will through those who obey God’s Word.
       (Jeremiah18:10; 1Samuel15:18-24)
       神借由听从神话语的子民成就神的旨意。(耶利米书18:10; 撒母耳记上15:18-24)       神借由听从神话语的子民成就神的旨意。(耶利米书18:10; 撒母耳记上15:18-24)

3.3. 하나님께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민수기33:52-56; 요한계시록2:26-27; 히브리서3:6)
      God fulfills His covenant through those who live out His Word.
       (Numbers33:52-56; Revelations2:26-27; Hebrews3:6)
       在生活中活出神话语的人，神借由他们成就神的应许。       在生活中活出神话语的人，神借由他们成就神的应许。

       (民数记33:52-56; 启示录2:26-27; 希伯来书3:6)       (民数记33:52-56; 启示录2:26-27; 希伯来书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