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oup Bible Study 2020. 3. 29

‘청종’과 ‘사랑’

Potter’s House 4  ‘Listening’ and ‘Love’ (Jeremiah 18:10)
窑匠的家 4  “听从”和“爱” (耶利米书18:10)

예레미야 18:10

마음열기
Ice Breaker

깊은 암흑의 시대 중 사사시대를 마무리하고 빛의 시대로 이끌었던 인물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하
나님께서 세우신 사무엘은 나실인이자 제사장이었고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왕정정치를 
하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백성들도 왕을 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온 이스라엘백성가운데 왕으
로 선택하여 기름 부어 세운 이스라엘 초대왕이 바로 사울왕 입니다.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가운데 왕
으로 뽑아서 세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말씀과 사무엘
의 가르침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옳게 여겨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
기 위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귀 기울이기보다, 대중의 인기를 얻기 위하여 사람의 마음과 말에 더욱 
예민하게 청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왕 때문에 슬퍼하시고 심지어 후회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결
국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폐하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시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
하여 이새의 가문에서 소년 다윗에게 이스라엘의 왕의 기름부으심을 부어주십니다.

키워드
Keyword 청종  Listening  听从

소개하기
Introduction

‘청종한다’는 것은 '청(聽):듣는 것'과 '종(從):좇아 행하는 것'이 함께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 입
니다. 청종에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먼저 들어야 들은 것을 행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행하는 것에도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어리석
은 사람을 비유할 때 흔히 당나귀에 비유합니다. 당나귀는 길다란 귀를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듣고 얻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변화나 발전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 입니다. 귀를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상
관없이 살아갑니다. 이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변화나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이 신체적으로 성장하지 않고 정신적으로도 정체되어 있다면 부모의 심정이 어떠하겠습니까? 아마 병
원을 다니며 문제를 해결하고자 야단법석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보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
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아! 너희가 나를 청종하며 내 도 행하기를 원한다."

/한태완

토기장이의 집 4

예레미야 18:10 [ 개역개정 ]
10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
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Jeremiah18:10 [NIV]
10 and if it does evil in my sight and does not obey me, then I will reconsider the good I 
had intended to do for it.

耶利米书 18:10 [CUNPSS]

10他们若行我眼中看为恶的事，不听从我的话，我就必后悔，不将我所说的福气赐给他们。



친해지기
B o d y

1.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게 됩니다. (요한일서2:15-17; 창세기3:6)
    If you love the world, you will not obey God’s Word.(1John2:15-17; Genesis3:6)
    若爱这世界，就无法听从神的话。(约翰一书2:15-17; 创世记3:6)    若爱这世界，就无法听从神的话。(约翰一书2:15-17; 创世记3:6)

1.1. 육신의 정욕(물질, 성, 음식의 탐욕)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듭니다. 
     (사무엘상15:1-11,18-19; 마태복음4:2-4; 신명기8:3)
      The lust of the flesh (the greed for money, sex, and food) makes us rebel against God’s Word. 
      (1Samuel15:1-11, 18-19; Matthew4:2-4; Deuteronomy8:3)
      肉体的情欲(物质、性、对食物的贪心)使我们违背神的话。      肉体的情欲(物质、性、对食物的贪心)使我们违背神的话。
      (撒母耳记上15:1-11, 18-19; 马太福音4:2-4; 申命记8:3)      (撒母耳记上15:1-11, 18-19; 马太福音4:2-4; 申命记8:3)

1.2. 안목의 정욕(권력욕)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의 말을 청종하게 만듭니다. 
     (사무엘상15:22-24; 마태복음4:8-10; 신명기6:13)
       The lust of the eyes (desire for power) makes us obey the words of people, not the word of God. 
      (1Samuel15:22-24; Matthew4:8-10; Deuteronomy6:13)
       眼目的情欲(权力欲)使我们听从人的话，而不是神的话。       眼目的情欲(权力欲)使我们听从人的话，而不是神的话。
       (撒母耳记上15:22-24; 马太福音4:8-10; 申命记6:13)       (撒母耳记上15:22-24; 马太福音4:8-10; 申命记6:13)

1.3. 이생의 자랑(명예욕)은 화려하고 왜곡되어버린 거짓된 삶을 살게 만듭니다. 
      (사무엘상15:12,30; 마태복음4:5-7; 신명기6:16; 출애굽기17:1-7)
        The pride of life(desire for honor) makes us live a false life that is fancy and distorted.
        (1Samuel15:12,30; Matthew4:5-7; Deuteronomy6:16; Exodus17:1-7)
       今生的骄傲(名誉欲)使我们活在华而不实的虚假生活中。        今生的骄傲(名誉欲)使我们活在华而不实的虚假生活中。 
       (撒母耳记上15:12,30; 马太福音4:5-7; 申命记6:16; 出埃及记17:1-7)       (撒母耳记上15:12,30; 马太福音4:5-7; 申命记6:16; 出埃及记17:1-7)

2.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에 청종하여, 남은 인생을 그 뜻대로 사십시오. 
    Obey God’s word by loving Him, and live the rest of your life according to His will.
     因爱神而听从主的话，照神的旨意过余下的人生。     因爱神而听从主的话，照神的旨意过余下的人生。

2.1.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기쁨으로 남은 인생을 주 뜻대로 사십시오. 
     (요한복음14:15, 21; 시편40:6-8)
      Obey God’s word by loving Him, and live the rest of your life according to His will with joy.
      (John14:15, 21; Psalm40:6-8)
      因爱神而听从神的话，以喜乐的心照主的旨意过余下的人生。      因爱神而听从神的话，以喜乐的心照主的旨意过余下的人生。(约翰福音14:15,21; 诗篇40:6-8)(约翰福音14:15,21; 诗篇40:6-8)

2.2.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함으로, 이 땅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십시오. 
     (신명기13:4, 11:13-15; 레위기26:21; 민수기14:21-23; 여호수아24:23-24; 예레미야26:13)
       By obeying the word of God, enjoy the blessings of heaven on earth.

1. 최근 나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무엇인지 청종하시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일주일간을 돌아볼 때 당신의 삶은 어떠한 것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았나요?

2. 신명기10:12-13을 읽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눠봅시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위해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 보내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마음과 
뜻과 행함을 드리는 삶과 가정, 공동체, 교회가 되길 기도합시다.  

동행하기
Walking Together

       (Deuteronomy13:4, 11:13-15; Leviticus26:21; Numbers14:21-23; Joshua24:23-24; Jeremiah26:13)
       因听从神的话，在这地上享受天上的福。       因听从神的话，在这地上享受天上的福。
       (申命记13:4, 11:13-15; 利未记26:21; 民数记14:21-23; 约书亚记24:23-24; 耶利米书26:13)       (申命记13:4, 11:13-15; 利未记26:21; 民数记14:21-23; 约书亚记24:23-24; 耶利米书26:13)

2.3.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과 생각과 의도를 모두 아시고 우리를 만나십니다. 
     (사무엘상16:7-11; 역대상28:9)
      God knows all the heart, mind and intention and encounters us.
      (1Samuel16:7-11; 1Chronicles28:9)
       神鉴察人的内心，知道人的一切心思意念，且使人寻见他。(撒母耳记上16:7-11; 历代志上28:9)       神鉴察人的内心，知道人的一切心思意念，且使人寻见他。(撒母耳记上16:7-11; 历代志上28:9)

3.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God, the good shepherd, takes care of His people to the end.
     神作为好牧者，对属神的人会负责到底。     神作为好牧者，对属神的人会负责到底。

3.1.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하시고 결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시편23)
    God, the good shepherd, walks with His people and leads them to quiet waters in the end.(Pslam23)
       神作为好牧者，与属神的人同行，最后引领他们到可安歇的水边。(诗篇23)       神作为好牧者，与属神的人同行，最后引领他们到可安歇的水边。(诗篇23)

3.2.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청종하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항상 따라갑니다. 
     (요한복음10:23-27,2-15)
       The good shepherd knows the sheep, and the sheep listens to the shepherd’s voice 
       and always follow wherever he leads.(John10:2-15, 23-27)
       好牧者认识羊，羊听从牧者的声音，无论牧者引领羊去哪里，羊总是跟着牧者。       好牧者认识羊，羊听从牧者的声音，无论牧者引领羊去哪里，羊总是跟着牧者。
       (约翰福音10:23-27, 10:2-15)       (约翰福音10:23-27, 10:2-15)

3.3.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이 땅에서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13:20-21; 베드로전서5:2-4; 요한복음21:15-17)
      We can be good shepherds on earth, following Jesus, the good shepherd.
      (Hebrews13:20-21; 1Peter5:2-4; John21:15-17)
       效仿好牧人耶稣，我们在这地上也可以成为好牧人。       效仿好牧人耶稣，我们在这地上也可以成为好牧人。
       (希伯来书13:20-21; 彼得前书5:2-4; 约翰福音21:15-17)       (希伯来书13:20-21; 彼得前书5:2-4; 约翰福音21:15-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