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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유

 Freedom (John 8:31-32)
自由(约翰福音8:31-32)

요한복음 8:31-32

마음열기
Ice Breaker

특별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포로 된 자’라는 단어는 고유명사처럼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모든 유대인

들은 이 단어를 말하고 쓸 때, 듣고 읽을 때 바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포로 된 70년을 떠올립니다.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하여 가르쳐줍니다. 다윗 왕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강력한 통일 왕국을 형성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상 가장 부유하

고 가장 넓은 영토를 가진 이스라엘이 됩니다. 다윗 왕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응답 받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영광

스러운 일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에 허락하십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을 예배하였지만, 동시에 

많은 우상들을 예배합니다. 다원주의적 신앙을 가진 것입니다. 오늘날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포스트모

더니즘은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모든 종교에 진리가 있고, 구원이 있다고 말합니다. 솔로몬의 다원주의적 

신앙관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었고, 결국 북이스라엘은 만연한 우상숭배로 인한 멸망

을 초래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제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서 더 이상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

다. 하나님께서는 70년의 세월을 통해 마음을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70년 후 성경예언에 따라 바사(페르시아)왕 고레

스가 바벨론제국을 무너뜨리고, 관대한 종교정책을 추진하여 포로 귀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그분의 

말씀이 중심되시고, 성취되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루십니다. 우리가 그동안 바라봤던 자유를 향한 갈

망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조명되어서 진정한 자유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됩시다.   

키워드
Keyword 자유   Freedom    自由

소개하기
Introduction

미국 회중교회 목사로서 신학자, 노예 해방론자인 사무엘 호프킨즈(Samuel Hopkins)는 인간의 자유를 재미

있게 설명했습니다.

"물고기는 물 속에서 헤엄치고 있을 때가 가장 자유입니다. 그러나 같은 물고기가 육지에 올라오면 아주 부자유하게 

됩니다. 그것과 꼭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라는 것도 인간 자신에게 구비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있어야 할 곳에 

장소를 얻고 있을 때, 자유로운 것으로서, 주로 자유는 인간의 심혼이 어디에 두어져 있는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입니다."

나도 확실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차는 철도 위를 달리고 있으니 재미가 없다든가. 답답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크게 잘못입니다. 기차는 철도 위에 있어야만 자유이고, 배는 물위에서만 자유, 새는 공중에서만 

자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심령은 어디에 있어야만 진정 자유일까요? 예수그리스도 안에 전적인 신뢰를 두

고 사는 것에 의해, 우리들은 전적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

토기장이의 집 Potter’s House 窑匠的家 14



친해지기
B o d y

1. 잃어버렸던 예배의 자유를 누리십시오.
    Enjoy the freedom of worship that has been lost.
    重享敬拜的自由。

1.1. 세상의 포로가 아닌, 자유인으로서 예배를 누리십시오. (누가복음4:18-19; 이사야61:1-2)
       Enjoy worship as a freeman, not as a captive of the world.(Luke4:18-19; Isaiah61:1-2) 
       不是作为世上的俘虏, 而是作为自由之人享受敬拜。(路加福音 4:18-19; 以赛亚书 61:1-2)

1.2. 하나님 언약은 말씀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레미야29:10-14, 25:12-13; 이사야44:28)
       God’s covenant is fulfilled as He said.(Jeremiah29:10-14, 25:12-13; Isaiah44:28)
       神必照着他的话成就。(耶利米书 29:10-14, 25:12-13; 以赛亚书 44:28)

2. 하나님께서 열정적으로 하나님말씀인 진리를 성취하십니다.
     God accomplishes His word, the truth passionately.
     神必热心成就他真理的话语。

2.1. 하나님께서 진리가운데, ‘사역’을 계획하시고, 진행하시고, 이루십니다. (이사야28:21; 욥기42:1-2)
      God plans, executes, and accomplishes ‘His ministries’ in truth.(Isaiah28:21; Job42:1-2)
       神借着真理计划、进行并成就他的“事”。 (以赛亚书 28:21; 约伯记 42:1-2)

2.2. 하나님께서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진리를 성취하십니다. (에스겔12:25, 28)
      God fulfills the truth according to the precise ‘timetable of God’.(Ezekiel12:25,28)
       神照着他精准的“时间表”来成就真理。(以西结书 12:25, 28)

2.3. 하나님께서 ‘남은 자’와 함께 진리를 성취하십니다. 
     (이사야6:12-13; 열왕기상19:18; 로마서11:3-5, 9:27-28; 열왕기상8:20; 누가복음1:37-38; 
      데살로니가전5:23-24; 이사야46:10-11, 37:31; 마태복음7:17-19)

      God accomplishes the truth with ‘the remnant’.
      (Isaiah6:12-13; 1Kings19:18; Romans11:3-5, 9:27-28; 1Kings8:20; Luke1:37-38; 
      1Thessalonians5:23-24; Isaiah46:10-11, 37:31; Matthew7:17-19)
      神与“余剩的民”一起成就真理。 

     (以赛亚书 6:12-13; 列王纪上 19:18; 罗马书 11:3-5, 9:27-28; 列王纪上 8:20; 路加福音 1:37-38; 

      帖撒罗尼迦前书 5:23-24; 以赛亚书 46:10-11, 37:31; 马太福音 7:17-19)

2.4.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말씀인 진리를 성취하십니다. 
      (이사야9:6-7, 37:32; 열왕기하19:31; 스가랴1:14-15)

       ‘God’s zeal’ fulfills His word, the truth. (Isaiah9:6-7, 37:32, 2Kings19:31; Zechariah1:14-15)
       “神的热心”必成就他真理的话语。 (以赛亚书 9:6-7, 37:32; 列王纪下 19:31; 撒迦利亚书 1:14-15)

1.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을 묵상 할 때 자신의 부유함, 안락함, 평안, 사역의 성공, 비젼의 성취에 

기초하여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봅시다. 

2.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언약으로 인해 우리에게 자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증거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삶이 재정비되는 개인, 가정, 공

동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안에 밝히 드러나기 위해 서로 기도합시다.

동행하기
Walking Together

3. 하나님말씀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The truth, the word of God will set us free.
     神真理的话语必叫我们得以自由。

3.1. 진리가 하나님말씀 안에 거하는 제자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8:31-36, 15:5-8, 요한이서1:9)

      The truth will set free the disciples who remain in the word of God.
      (John8:31-36, 15:5-8; 2John1:9)
      真理必叫遵行神话语的门徒得以自由。(约翰福音 8:31-36, 15:5-8; 约翰二书 1:9)

3.2. 성령의 법이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1:1,14; 로마서8:1-2; 고린도후서3:17)

       The law of the Holy Spirit will set us free as we abide in Jesus, the Word.
       (Romans8:1-2; 2Corinthians3:17)
        圣灵的律必叫遵行耶稣、道的我们得以自由。(约翰福音 1:1,14; 罗马书 8:1-2; 哥林多后书 3:17)

3.3. 주어진 자유로 방종하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갈라디아서5:13, 5:1)

       Do not indulge in the freedom given to you, rather serve one another in love.
       (Galatians5:13, 1)
        不可用自由放纵, 而要用爱心互相服事。(加拉太书 5:13, 5:1)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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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ns6:16-23; 1Corinthians7:22)
       “罪的奴仆”结出死亡的果子, “顺从的奴仆”结出永生的果子。(罗马书 6:16-23; 哥林多前书 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