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oup Bible Study 2020. 6. 28

진리의 자유 

Freedom of Truth (John 8:31-32)
真理的自由(约翰福音 8:31-32)

요한복음 8:31-32

݃ৌӝ
Ice Breaker

진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나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
를 드리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섬김으로 충
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아가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주일예배 가운데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씀으로 
삶이 이끌려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의 방향과 라이프스타일을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인생을 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 이끌어 나아갈 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제자가 될 것입니다. 

ఃਕ٘
Keyword 진리, 자유, 지속성  Truth, Freedom, Consistency   真理、自由、持续性

ࣗѐೞӝ
Introduction

새는 하늘에서 가장 편안하고 자유로워집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가장 자유로워집니다.
꽃은 흙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자유로워집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가장 자유로워질까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자유로워집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은 마치 새가 날지 못하고 땅위에 있는 것과 같으며
물고기가 뭍에 올라와 있는 것 같으며
꽃이 꽃병에 있는 것과 같이 불완전합니다.
사람은 오직 진리 안에서만 자유해집니다. 
                                                                         --- 최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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೧ӝ
B o d y

1. 진리의 자유를 이 땅에서 마음껏 누리십시오.
    Enjoy the freedom of truth on earth to your hearts’ content.
����ϨϸсϼߊєсұիѐԑϡІۥ䦚����ϨϸсϼߊєсұիѐԑϡІۥ䦚

1.1. 진리 안에 거하는 제자들만이 이 땅에서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요한복음8:31-36; 요한이서1:9)
       Only the disciples who remain in truth will be set free on earth.(John 8:31-36; 2John 1:9)
�������ђϩ֙ϨѐԑЅϡ՟ၵ䩟ҥЌϨϸсϼЏйІۥ䦚�ऎᲆٸ���������ऎᲆԏڪ�����������ђϩ֙ϨѐԑЅϡ՟ၵ䩟ҥЌϨϸсϼЏйІۥ䦚�ऎᲆٸ���������ऎᲆԏڪ����

1.2. 성령의 법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로마서8:1-2; 고린도후서3:17)
       The law of the Holy Spirit will set us free as we abide in Jesus. 
       (Romans 8:1-2; 2Corinthians 3:17)

��������ࢽϡಋӵϦϨኬᮙѦϡϢЙ䩟ٍϢЙЏйІۥ䦚�ޭڪ��������ڪЄњࢯ������������ࢽϡಋӵϦϨኬᮙѦϡϢЙ䩟ٍϢЙЏйІۥ䦚�ޭڪ��������ڪЄњࢯ����

2. 자유로 방종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Do not indulge in the freedom, rather serve one another in love.
����ϤНԗІۥӾӑӵ࿀䩟ϴѓЕКૠԚעѨ䦚����ϤНԗІۥӾӑӵ࿀䩟ϴѓЕКૠԚעѨ䦚

2.1. 주어진 자유로 방종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갈라디아서5:13, 1)
       Do not indulge in the freedom given to you, rather serve one another in love.
       (Galatians 5:13, 1)

�������ϤНԗ൛ᐤϡІۥӾӑӵ࿀䩟ւϴѓЕКԚૠעѨ䦚�Ӹࠁѿڪ���������������ϤНԗ൛ᐤϡІۥӾӑӵ࿀䩟ւϴѓЕКԚૠעѨ䦚�Ӹࠁѿڪ��������

2.2. ‘죄의 종’은 사망을 열매 맺고, ‘순종의 종’은 영생을 열매 맺습니다. 
      (로마서6:16-23; 고린도전서7:22)
       ‘The slave of sin’ bears the fruit of death, and ‘the slave of obedience’ bears the fruit of     
       the eternal life.(Romans 6:16-23; 1Corinthians 7:22)

��������䦧഻ϡᘞᩂ䦨ֲоӚϡҝӥ䩟䦧ॅܞϡᘞᩂ䦨ֲоݖТϡҝӥ䦚�ޭڪ����������ڪЄӓࢯ������������䦧഻ϡᘞᩂ䦨ֲоӚϡҝӥ䩟䦧ॅܞϡᘞᩂ䦨ֲоݖТϡҝӥ䦚�ޭڪ����������ڪЄӓࢯ����

1. 지난 한 주 동안 진리로 인해 새롭게 얻게 된 생각과 감정 그리고 결단들을 나눠봅시다.

2. 히브리적 의미로 ‘듣다’라는 것은 듣고, 행하는 것까지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어 듣지 
않고, 말씀 그대로를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과 나의 모습이 멀어보일지라도 육신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받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며, 따르는 자들이 되어있을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격려하며, 기도합시다.   

೯ೞӝز
Walking Together

3. 예수님과 친밀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지속적으로 키우십시오. (요한복음15:4-8)

    Continue to develop the intimate and organic relationship with Jesus.(John 15:4-8)
���ٸऎᲆ�䦚ڍ࠾ԁኬᮙ઼֬ϡ䦙ϩҜԛϡޚсഷ۟ف�����������ٸऎᲆ�䦚ڍ࠾ԁኬᮙ઼֬ϡ䦙ϩҜԛϡޚсഷ۟ف��������

3.1.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살아갑니다.
      (요한복음6:54-56)
      Let us accept Jesus as our Savior. Then we get to remain in Jesus and Jesus in us.
      (John 6:54-56)
������ՏבรኬᮙϥϢϡષԒҰ䦚ъА䩟ϢϨኬᮙѦӌ䩟ኬᮙЇϨϢѦӌ䦚�ऎᲆٸ��������������ՏבรኬᮙϥϢϡષԒҰ䦚ъА䩟ϢϨኬᮙѦӌ䩟ኬᮙЇϨϢѦӌ䦚�ऎᲆٸ��������

3.2. 믿음을 지속적으로 지켜서 나아가십시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계속 키우십시오.
      (요한복음8:31; 요한이서2:19,24-25)
      Continue to keep your faith. That is, continue to build an organic relationship with Jesus.  
      (John 8:31; 1John 2:19, 24-25)
������Տ۟فсߙௗҞК䦚Ӑҋ݆מ䩟Տ۟ߓഷޚԁኬᮙϡϩҜڍ࠾䦚������Տ۟فсߙௗҞК䦚Ӑҋ݆מ䩟Տ۟ߓഷޚԁኬᮙϡϩҜڍ࠾䦚

�������ऎᲆٸ�������ऎᲆϣڪ�������������������ऎᲆٸ�������ऎᲆϣڪ������������

3.3. 믿음에 따라오는 사랑으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의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즉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주님과 친밀한 사랑을 더욱 키워나가십시오. (요한복음15:9-10)
      Pay the price of obedience which is obeying His word with love followed by faith. 
      That is, increase the intimate love with Jesus by living out His word.(John 15:9-10)
������ՏۻаӹҞКґݘТϡЕᗆௗҦܬ䩟ЋݒױॅԪϡ٣ڊ䦚س䩟ؕаኬᮙϡҦܬґ҅䩟������ՏۻаӹҞКґݘТϡЕᗆௗҦܬ䩟ЋݒױॅԪϡ٣ڊ䦚س䩟ؕаኬᮙϡҦܬґ҅䩟
������ѸӸഷޚԁҰ઼֬ϡЕ䦚�ऎᲆٸ��������������ѸӸഷޚԁҰ઼֬ϡЕ䦚�ऎᲆ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