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ere is HOPE: 1. 어둠을 밝히는 소망 

소모임 가이드 2016. 11. 27 

Welcome 환영 

1. 식사하면서 함께 많이 웃으십시오. 

2. 광고: 주보 담당자가 이번 주 주보 광고를 읽어 주십시오.   

Worship 예배 

3. 찬양: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 

4. 기도:  

A. 예수님이 소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음성을 들려 주십시오 

B. 소모임 안에서 특별히 기도가 필요한 분을 위해 리더가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C. 나라를 위한 기도 

Word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자에게 소망을 줍니다.  소망은 새로운 시각을 줍니다.  

말씀을 받은 자는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장래를 새로운 시각으로 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릴 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삶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는 말씀은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들리는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말씀을 뜻하는 것으로 합니다) 

 

창세기 11:27-12:4를 읽어봅시다.  

11:27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다.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하란은 롯을 낳았다. 28 그러나 하란은 그가 태어난 땅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 29 아브람과 나홀이 아내를 맞아들였다.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래이고,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이다. 

하란은 밀가와 이스가의 아버지이다. 30 사래는 임신을 하지 못하여서, 

자식이 없었다.  31 데라는, 아들 아브람과, 하란에게서 난 손자 롯과, 아들 

아브람의 아내인 며느리 사래를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오려고 

바빌로니아의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렀다. 그는 거기에다가 자리를 

잡고 살았다. 32 데라는 이백오 년을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다. 

 
12:1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 주는 땅으로 가거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3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4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일흔다섯이었다. 

11:27-32까지에서 “없었다”, “죽었다”라는 말을 찾아봅시다. 그 관점에서 11장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1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11장의 상황에서 그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시각을 제시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새로운 시각을 얻은 아브라함은 어떤 변화를 일으킵니까?  그 

행동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4-10을 읽어봅시다. 

4 예수께서 말씀을 그치시고,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깊은 데로 나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5 시몬이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애를 썼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6 그런 다음에, 그대로 하니, 많은 고기 

떼가 걸려들어서, 그물이 찢어질 지경이었다. 7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두 배에 가득히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8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하였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9 베드로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은, 그들이 잡은 고기가 엄청나게 많은 것에 놀랐던 것이다. 10 

또한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11 그들은 배를 뭍에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갔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할 때 베드로는 어떤 상황에 처한 것입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베드로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보고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을 불신했던 것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8절)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때 베드로가 

그 영광 앞에서 자신이 죄인돰을 깨달은 것을 말합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어떤 시각을 제시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새로운 자기 인식을 한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드릴 때 나의 내면에는 상황을 

해석하는 새로운 시각이 생깁니다. 따라서 나는 새로운 삶을 사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나의 가치관이나 태도의 변화를 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요 1:14)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설교 때 들은 예화처럼 한 성도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에 어려운 

일이 많았고 만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나 봐요.  나에게 복 주시려는 것이죠”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그의 말에서 그는 믿음의 시선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 들어가 있습니까? 

 

 

 

소망이라는 관점에서 나의 상황을 해석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신다’는 관점에서 자신의 상황을 

바라볼 때, 나는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Work: 사역 

12월 21일(수) 성탄기념공연과 12월 25일(일)에 자기 주변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소모임에서 초대합시다. 지금 그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봅시다. 

 가족:  

 친척: 

 친구: 

 동료: 

 기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