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oup Bible Study 2020. 3. 15

밟아서 당겨진 ‘활’

Potter’s House 2 ‘Bow’ Tread and Pulled (Isaiah 41:25)
窑匠的家2  踩后被拉开的“弓”(以赛亚书41:25)

이사야 41:25

마음열기
Ice Breaker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활을 당겨서 화살을 쏘시기 전에, 먼저 활과 화살을 준비하십니다. 하
나님 손에 들려진 활과 화살로 준비되는 시즌이 필요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활과 화살은 하나님의 손
에 들려질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토기를 만들기 위하여 먼저 흙을 준비하십니다. 준
비된 흙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흙이 되어 하나님의 목적을 담아낸 토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디자인되기 위해서는 먼저 흙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토기장이는 가장 먼저 흙을 찾아서 
온 땅을 다닙니다. 토기장이는 먼저 토기에 사용하기에 적당한 흙을 채취하기 위하여 찾아다닙니다. 
토기를 위해 적당한 흙을 준비합니다. 토기장이가 토기의 목적을 결정하고, 그 흙을 사용하여 빚기 전
에 가소성(Plasticity)과 점성(Viscosity)을 가진 흙덩어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손
에 드려진 흙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나눌 설교 가운데에 준비된 흙으로 한 걸음 나아가
는 시간되기 바랍니다. 

키워드
Keyword 활과 활살  Bow and Arrow  弓和箭

소개하기
Introduction

미국의 기독교 철학자이며, 장로교 목사이자 복음주의 운동가인 프란시스 쉐퍼 박사는 1984년에 
세상을 떠납니다. 쉐퍼 박사는 세상을 떠나기 전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합니다. 그는 암과 혹독하게 싸
우면서도 아픈 몸을 이끌고 캠퍼스 사역에 나섰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
면서도 자기가 사랑했던 젊은이들에게 남기고 싶은 최후의 메시지를 피를 토하듯 외쳤습니다. 그가 
외친 내용은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행복을 삶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누구에게나 의아한 제목이
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이러했습니다. 미국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함은 
구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란시스 쉐퍼 박사의 메세지는 미국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메세
지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과 
가족, 교회의 축복과 행복은 구했지만, 거룩함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시
대의 크리스천 젊은이들은 꿈과 비전은 구하지만 거룩함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 있는 사
람이 되기 위해서는 꿈과 비전이 우선이 아닙니다. 행복과 축복이 우선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 애통하
고, 슬퍼하는 마음을 갖고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고경환]

토기장이의 집 2



친해지기
B o d y

1.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죄와 우상을 제거하십니다. (잠언25:4; 이사야1:25)
    God removes sins and idols deeply rooted within us. (Proverb25:4; Isaiah1:25)  
    神要清除扎根我们内心深处的罪和偶像。(箴言25:4; 以赛亚书1:25)    神要清除扎根我们内心深处的罪和偶像。(箴言25:4; 以赛亚书1:25)

1.1.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죄와 우상들을 제거하십니다. 
      (에스겔36:25; 히브리서10:22; 에스겔37:23; 사무엘상7:3)
       God removes sins and idols deeply rooted within us.(Ezkiel36:25, 37:23; Hebrew10:22, 1Samuel7:3)       
       神要清除扎根我们内心深处的罪和偶像。       神要清除扎根我们内心深处的罪和偶像。

       (以西结书36:25; 希伯来书10:22; 以西结书37:23; 撒母耳记上7:3; 士师记2:13-15)       (以西结书36:25; 希伯来书10:22; 以西结书37:23; 撒母耳记上7:3; 士师记2:13-15)

1.2.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십니다. 
      (에스겔11:19-20; 마태복음13:18-23)
       God transforms our hearts into tender hearts so that we can live out the Word of God.
       (Ezkiel11:19-20; Matthew13:18-23)
        神要改变我们的心为肉心，从而使我们用生命活出神的话语。        神要改变我们的心为肉心，从而使我们用生命活出神的话语。
        (以西结书11:19-20; 马太福音13:18-23)        (以西结书11:19-20; 马太福音13:18-23)

2. 하나님께서 성령님 안에서 연합을 통해 한 몸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가소성(Plasticity)과 점성  
   (Viscosity) (욥기10:8-9)
   God enables us to grow into one body through unity in the Holy Spirit. Plasticity and Viscosity 
   (Job10:8-9)
    神使我们在圣灵里合一，从而使我们作为同一个身子长大。可塑性和粘性。 (约伯记10:8-9)    神使我们在圣灵里合一，从而使我们作为同一个身子长大。可塑性和粘性。 (约伯记10:8-9)

2.1. 하나님께서 예수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하십니다. 탄성(Elasticity)을 이겨내는 
    가소성(Plasticity) (고린도후서5:17; 갈라디아서2:20; 요한복음4:13-14, 7:37-39; 에베소서4:13-16)
       God enables us to begin a new life in Jesus Christ. Plasticity overcoming elasticity
       (2Corinthians5:17; Galatians2:20; John4:13-14, 7:37-39; Ephesians4:13-16)

         神使我们在耶稣基督里开始新的生活。克服弹性的可塑性。         神使我们在耶稣基督里开始新的生活。克服弹性的可塑性。
         (哥林多后书5:17; 加拉太书2:20; 约翰福音4:13-14, 7:37-39; 以弗所书4:13-16)         (哥林多后书5:17; 加拉太书2:20; 约翰福音4:13-14, 7:37-39; 以弗所书4:13-16)

2.2. 하나님께서 성령님 안에서 연합을 통하여 한 몸으로 자라나게 하십니다. 유동성(Fluidity)을 
      이겨내는 점성(Viscosity) (에베소서4:13-16；골로새서2:19；고린도전서12:12-27) 
        God enables us to grow into one body through unity in the Holy Spirit. Viscosity overcoming liquidity
        (Ephesians4:13-16; Colossians2:19; 1Corinthians12:12-27)

          神使我们在圣灵里合一，从而使我们作为同一个身子长大。克服流动性的粘性。           神使我们在圣灵里合一，从而使我们作为同一个身子长大。克服流动性的粘性。 
         (以弗所书4:13-16; 歌罗西书2:19; 哥林多前书12:12-27)         (以弗所书4:13-16; 歌罗西书2:19; 哥林多前书12:12-27)

1. 마태복음 13:18-23을 읽고, 하나님께서 요즘 조명하여, 말씀하시는 자신의 마음의 밭을 나눠보고, 
나의 삶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가르침과 유혹에 놓여있는지 나눠봅시다.  

2. 죄악 된 옛 자아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새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에서 예
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만지시는 손길에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리는 것입니다. 준비
된 흙으로, 활, 화살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을 멈추지 맙시다. 서
로를 위해 기도하고, 격려합시다.  

동행하기
Walking Together

더 나아가기
One Step Further

이사야 41:25 [ 개역개정 ]
25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
러 고관들을 석회 같이 ,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 같이 하리니

Isaiah 41:25 [NIV]
25 “I have stirred up one from the north, and he comes — one from the rising sun who calls on 
my name. He treads on rulers as if they were mortar, as if he were a potter treading the clay.

以赛亚书 41:25 [CUNPSS]

25我从北方兴起一人；他是求告我名的，从日出之地而来。他必临到掌权的，好像临到灰泥，
仿佛窑匠踹泥一样。

3.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활)를 당겨서 화살을 쏘십니다. (이사야21:10)
   God stretches us and shoots us into the world like an archer pulling his bow and shooting arrows. (Isaiah21:10)
     神拉开我们(弓)，把箭射向世界。(以赛亚书21:10)     神拉开我们(弓)，把箭射向世界。(以赛亚书21:10)

3.1. 하나님께서 우리(죄)를 밟아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미가7:19-20; 전도서12:6-8; 창세기3:19)
        God treads upon us(sin) and leads us out to holiness.(Micah7:19-20; Ecclesiates12:6-8; Genesis3:19)
        神踩踏我们(罪)，引领我们成为圣洁。(弥迦书7:19-20; 传道书12:6-8; 创世记3:19)        神踩踏我们(罪)，引领我们成为圣洁。(弥迦书7:19-20; 传道书12:6-8; 创世记3:19)

3.2.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우리(활)를 당겨서 화살을 쏘십니다. (이사야41:25)
        God stretches us and shoots us into the world like an archer pulling his bow and shooting arrows. (Isaiah21:10) 
         神拉开我们 (弓)，把箭射向世界。(以赛亚书41:25)         神拉开我们 (弓)，把箭射向世界。(以赛亚书41: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