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에스겔 5:5-13 

야단을 시원하게 치시는 하나님이 좋다. 본문을 읽고 나서, 나라면 제목을 어떻게 달까? 서로 나눠 보아도 좋다. 

 

 새 255 (통 187) 너의 죄 흉악하나 

 새 538 (통 327) 죄짐을 지고서 곤하거든 

 새 261 (통 195) 이 세상의 모든 죄를 

 

1. 여는 질문 어렸을 때부터 시작된 모든 경험은 우리 마음의 창고와 같다. 그 마음 창고의 구석에 구체적 

상황이 있다. 즐거움, 씁쓸한, 애잔함, 격함, 고요한, 기쁨 등, 여러 감정의 창고가 있다. 때로는 <책망 받은 

경험>에도 사랑의 바람은 분다. 

 

어렸을 때, 부모님이 나를 나무랐다. 그런데, 그 책망 속에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마음을 느껴본 

경험이 있나요? 

1. 본문 이해 성경말씀의 본문을 자세히 읽지 않고 대충 또는 급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 성경말씀에는 

구체적 상황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겨 있는 구체적 상황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기 위해서는 

표현 하나 하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찬 예루살렘을 향해 선포하신다. “내가 직접 너희를 대적하겠다” (8절). 

하나님은 죄 짓는 예루살렘을 버리겠다고 하신다. 11절엔 직접적으로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겠고, 너희를 아끼지 않겠으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하지 않겠다>는 것은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대적하실 방법을 세 가지로 제시하신다. 1) 넘어뜨리겠고, 2) 아끼지 않겠고, 3)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넘어뜨리겠고, 아끼지 않겠고,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하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왜 그렇게 

말씀아시는 지, 그 뜻을 알아보는 것이 먼저 있을 것이다. 어떤 역사적 상황, 나의 현재와 과거를 반성적으로 되짚어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방 민족이 포위하자 먹을 것이 없게 된다. 아버지가 자식을 잡아 먹고, 자식이 아버지를 잡아 

먹는 비참한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나는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질문이 생긴다. 



하나님은 잔인하신 분이신가?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것일까?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말씀을 행하는 것에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을 아는 것이다. 성경을 하나님의 사건으로만 보면, 반밖에 읽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도 사람의 행동 사건만 보지 않는다. 왜 그리하는지 속내, 속 마음을 항상 확인하면, 맺힌 오해 뿐만 아니라, 

서로 진심을 만날 수 있게 된다. 

속으로 꽁한 하나님보다, 솔직하게 야단 한 번 시원하게 치시는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은 아닐까? 

시원하게 야단 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죄에 얽매이지 않고 시원케 하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끼는 사람은 죄에 쉽게 삼키움 당하지 않게 될 것을 믿는다.  

2. 말씀 속으로 

1) 하나님은 우리를 대적하시되, 어떻게 대적하신다고 하시는가? (8절) 하나님 자신히 친히 

우리 맞은 편에  적으로 서서  

2) 하나님이 대적하시겠다고 하는 세 가지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11절 “내가 

너희를 넘어뜨리겠고, 너희를 아끼지 않겠으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겠다.” 

 

3. 삶 속으로 

1) 하나님이 오늘, 나를 바로 고치기 위해, 짚어줄 것이 있다고 하시겠다고 하신다. 무엇을 

짚어주실 것 같은가요? 내가 부담을 느끼거나, 이래서는 안되는데… 하고 느끼는 점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 물어 보면 어떨까요?  하루 또는 일주일의 생활 패턴도 

하나님께 물어 보면 어떨까 합니다. 요즘, 셀폰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 셀폰을 내가 절제하며 다스려 사용할 수 있는 길은…? 

 

2)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신다고 느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있으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느끼셨나요? 책망하신다고 해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면 힘듭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죠. 

 

4. 암송구절: 에스겔 5:8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을 

내리되.” 

 



5. 자녀와의 나눔 

엄마 아빠에게 혼이 나면 기분이 상합니다. 그런데, 나를 혼 내는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기 떄문이라고 느낀 적이 있나요? 아이들에게 이런 질문, 부모님들도 옛날에 기분 

상했다는 것을 나누면서, 엄마나 아빠가 말할때 어떤 것이 너희 마음에 부담이 되니? 하면서 

질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압적이지 않게. 

 

Week 1  The First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Ezekiel 5:5-13 

I love the God of Scolding me! After reading the passage, why don’t you ask your small group members 

to put a name for the passage. 

 

 

 New 255 (Uni.187) Though your sins be as scarlet 

 New 538 (Uni.327) If you are tired of the load of your sin 

 New 261 (Uni.195) Blessed be the fountain 

 

1. Opening Question Sharing experiencing is a door for every member to warm up. Experience 

contains all kinds of specific situation, where our live emotions are moving. 

 

When I was a kid, I was scolded by my parent. Then, have you ever felt their love from it? 

 

1.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Reading the passage carefully is the key to deepen our 

understanding of the passage. Especially be focus on the specific wordings of God, which 

contains the undercurrent heart of God. 

 

God proclaims to Jerusalem full of sins at verse 8. “I myself am against you, Jerusalem.” God’s proclaim 

is clear, saying “You no longer belong to me.” At the verse 11, it is specifically mentioned. “I myself will 

shave you; I will not look on you with pity or spare you.” The strong will of God is presented.  

There God presents three ways that God will be against Jerusalem. 1) shaving, 2) not looking upon you 

with pity, 3) not sparing you. If God speaks this to you, what reactions would you take? With the attacks 

of other nations, no food in Jerusalem. In your midst, parents will eat their children, and children will eat 

their parents. Even in that midst, God will say, "I will not look on you with pity.” Then a question dawns 

on us. Is our God a cruel God? From what kind of heart is God saying this? 

It is very important that we discern God's will and practice God's will in our lives. However, there is 

another to which we need to pay attention. It is to know God's heart. . If one focuses only on what 



happened, one can capture only a half of the message it conveys. Try to hear what God really wants to 

say? What if God holds a grudge within him rather than expressing it? Which God do you prefer? I like 

the God who is scolding me clearly without holding in. I believe that such God cleans me clearly. I 

believe that one can not be swallowed up by any sins, as one feels the real genuine heart of God in the 

midst of scold.  

 

2. Into the Word 

1) When we are sinned, God is against us. At the verse 8, does God employ anyone or does 

it by himself? By himself. Then a question comes, Why does God is against us by 

himself? 

2) What are three ways that God himself is against us specifically? V. 11, 1) shaving, 2) not 

looking upon you with pity, 3) not sparing you. 

 

3. Into our Life 

1) Today, if God pick on me for wrongs, what do you think God will point out for me? 

What if there is anything that I feel burdened or shamed of? And at the same time, unload 

the feelings before God, asking God, “How do you see me with that?” What about your 

cell phone? Does it govern you or you govern it? 

2) Have you ever felt God's loving heart, even when you feel that God pick on you for 

blaming? Re-consider God is not the God of anger against but the God of love and 

compassion on your burden. 

 

4. Memory Verse: Ezekiel 5:8 

“Therefore  this is what the sovereign Lord says: I myself am against you, Jerusalem, and I will inflict 

punishment on you in the sight of the nations.  

 

5.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en your mom points out some wrongs for you, you may be feeling bad. However, have you ever felt 

her loving heart from it? Try softly asking, when I tell you this or that, don’t you have some burdens or 

uneasy feeling which you can not tell me, so you have to keep it as burdens? 

------------------------------------------------------------------- 

 

2주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에스겔 16:1-14 

힘들 때는 좋은 추억을 나누라. 본문을 읽고 나서, 나라면 제목을 어떻게 달까? 서로 나눠 보아도 좋다. 

 새 442 (통 499)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새 539 (통 483)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새 440 (통 497)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1. 여는 질문 

생각하면 늘 기분을 좋게 해 주는 좋은 추억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추억이란 기억창고 중에서 

좋은 추억을 끄집어 내는 즐거움 

2. 본문 이해 

예루살렘을 어떻게 회복할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그들이 얼마나 역겨운 일을 저질렀는지 

알리도록 한다. 그런데, 방법이 문제다. 하나님은 역겨운 일을 거론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은 

핏덩이 예루살렘을 만난 이야기부터 시작하신다.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그 때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워 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6절, 새번역).  

처음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천하게 여김 받았던 예루살렘, 마치 들판에 내다 버림 받은 것 같은 

예루살렘. 하나님은 간절히 살아만 달라고 했단다. 그런 그를 사랑스러워 하고 언약을 맺어,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사람되게 하셨단다.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치장해 주어 (13절), 그 명성이 

퍼지도록 (14절) 해 주셨단다. 

타락을 회복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어떻게 해야 참된 회개가 일어날까? 타락과 죄의 현장을 보면 

우리의 첫번째 반응은 무엇일까? 책망이다. 그렇다고 해결이 될까? 문제는 회복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자녀들을 잘못했다고 책망만 해서 과연 부모의 뜻대로 될까? 그런 부모는 아직 어리숙한 부모일 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하나님을 말씀만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핏덩이를 안아 키우신 하나님,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멸시하는 중에도 감싸 보호하셔서 건실하게 자라게 하신 하나님으로 느끼게 된다.  

아름답고 고귀한 존재!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아름다운 추억 

만들기를 좋아하신다. 그리고 사람들은 추억 나눔을 통해 존재감에 대한 회복을 기쁨으로 

경험하게 된다. 하나님 하면, 심판하고 엄한 분으로만 안다. 과연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인가? 엄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이 마음에 들까요? 하나님은 그런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실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조차도 신앙의 

아름다운 길로 경험 되길 기도하게 된다. 

 

3. 말씀 속으로 

1)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처음 만났을 때, 예루살렘이 무엇과 같았다고 하나요? (6절) 어린 

핏덩이, 아기였다. 

2)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잘 치장하여 어떤 지위에 오르게 하셨다고 했나요? (13절) 왕비 

 

4. 삶 속으로 

1)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으로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처음 

지으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보셨을까? 꽃으로 비유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를 미래의 

가능성이 있는 아이로 보셨을 것입니다. 백합, 장미, 할미꽃… 왜 그렇게 생각하는 지, 질문을 

하면 더 재미있을 것입니다. 

2) 이제 이번 주, 어떤 좋은 추억을 하나님과 더불어 새로이 만들고 싶으신가요? 나누는 

만큼 살아 낼 수 있다. 나누면 길이 열립니다. 

 

5. 암송구절: 에스겔 16:6 

“그 때에 내가 네 곁으로 지나가다가, 핏덩이로 버둥거리는 너를 보고, 핏덩이로 누어 있는 

너에게, 제발 살아만 달라고 했다.”  

 

6. 자녀와의 나눔 

지금까지 가장 귀하게 느끼는 기억이 있다면 무엇이니? 그 기억이 너에게 어떤 마음을 

주니? 좋은 기억은 좋은 사람을 만들어간다. 좋은 기억을 나누면 나쁘고 아픈 기억들을 치유하는 

힘이 생긴다. 

----------------------------------------------------- 

2주  The Second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Ezekiel 16:1-14 

Share Good Memories At the Times of Difficulty! After reading the passage, why don’t you ask your 

small group members to put a name for the passage. 

 



 

 New 442 (Uni.499) I come to the garden alone 

 New 539 (Uni.483)  Go carry they burden to Jesus 

 New 440 (Uni.497)  Anywhere with Jesus I can safely go 

 

1. Opening Question 

What memories do you have which makes you happy?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How to restore Jerusalem? God reminds them of disgusting things that they have done. Then the question 

is how to let them feel disgusted before what they have done. God does not mention anything disgusting. 

Rather, God begins to talk about the story how God has come across to meet Jerusalem. Let's see what 

happened specifically. 

"Then I passed by and saw you kicking about in your blood, and as you lay there in your blood I said to 

you, “Live!” (v. 6). 

 

At her birth, no one cared for Jerusalem as it was thrown out in the bushes. But God asked earnestly for 

her survival. God made a covenant with the one who is lovely, and Jerusalem has become beautifully 

honered. Her fame was spread out to people. 

What is the way to recover any corruptions? How can we make truthful repentance take place? If one 

witnesses a place of sin and corruption, what would be the reaction one can take? Very possibly, 

judgment and punishment. What if we take that kind of actions to our kids? Then we should admit that I 

am not a wise parent, but a foolish one.  As I take the passage for meditation, I’ve come not only to 

realize what God has done for Jerusalem, but also to feel the heart of God, who snuggled Jerusalem to 

him and raised her in his loving arms.    

What a noble and beautiful one it is! This is the heart that God for each one of us. God loves not only to 

make loving memories but also to share them with us. What image do we usually have for God? God of 

anger or punishment! Is that so? What do you think of the God you find in the Bible? What about this 

question? What does God think of himself? As God invites us into that process, we are given 

opportunities to recover our own sense of being and its dignity. My prayer is that everyone can feel the 

same loving heart of God. In doing so, even the cross of Jesus can be felt not as a bitterness but as a story 

of love and care that God shares with us.   

 

3. Into the Word 

1) When God first saw Jerusalem, what was Jerusalem like to God? (v. 6)  A little baby 



2) As God spent time for Jerusalem, what kind of person has Jerusalem become? (v. 13) 

Like a queen 

 

4. Into our Life 

1) The common understanding of our being is usually the one of sinfulness. Let’s change 

the gears with the one that we read in the passage now. When God first created you, what 

kind of flower do you think that you can choose for yourself? It always helps to remind 

myself that God had a great future for me when I was born. Rosy, lily… Then “Why” 

question will activate energy in us. 

2) What good memories would you like to make with God throughout this week? Share 

what you would like to make with God. Then it will guide you through the week as God 

helps you. 

 

5. Memory Verse: Ezekiel 16:6 

"Then I passed by and saw you kicking about in your blood, and as you lay there in your 

blood I said to you, “Live!”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What memories do you have which make you feel precious and valued? How do those 

memories restore you? Good memories give us positive power to be away from bad ones. 

 

------------------------------------------------ 

 

3주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에스겔 17:1-16 

믿는 시늉만 하는 신앙인가? 정말 믿나? 본문을 읽고 나서, 나라면 제목을 어떻게 달까? 서로 나눠 

보아도 좋다. 

 새 543 (통 342)  어려운 일 당할 때 

 To 425 (통 217)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새 542 (통 340) 구주 예수 의지함이  

 

1. 여는 질문 

약속을 지키다가 손해를 본 경험이 있나요?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약속을 지키게 

되었나요?  

 

2. 본문 이해 



하나님은 세상을 주관하시면서도 세상의 흐름을 읽어내신다. 유다왕 시드기야, 

바벨론과의 약속을 저버린다. 믿음을 깹니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해주신다. 

<배신한 포도나무 이야기>.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실지, 

들어봅니다.  

 

한 독수리가 백향목 나무 끝에 돋은 순을 따다 심었더니 포도나무가 된다. 무성한 

포도나무가 된다. 그런데, 다른 큰 독수리가 나타나자 배신을 한다. 더구나 다른 

독수리에게 엉뚱한 부탁을 한다. 옥토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다가 물을 대 달라. 그래서 

포도나무는 말라가기 시작한다. 처음 독수리는 바벨론, 둘째 독수리는 이집트. 이스라엘은 

바벨론과 약속한 것을 어기고  이집트에 붙어 배반하였다. 지은 죄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나라의 명맥을 유지할 방법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을 버렸다는 슬픈 이야기. 인도자는 

이 이야기를 다시 성경을 통해 자세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종교개혁의 기본 공식이 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믿음을 

오늘 본문의 말로는 <언약>. 믿음은 말하지만 약속은 잘 지키지 않는 시대다. 믿음은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키지는 않는 시대.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다. 

크리스찬의 영향력은 많이 줄어들어서, 이제 세상은 교회에 그다지 많은 기대를 걸지 

않는다. 젊은 혁신의 기업들과 그들의 믿을만한 제품에 더욱 기대를 건다. 

 

“그런데도 그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역하여,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 많은 

군마와 군인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언약을 어긴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15절).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난다. 오늘 우리들은 믿는다는 

사람들은 과연 믿을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교회는 믿을만한가? 오늘 말씀은 

간단하지만 강력하다.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라. 모면할 딴 생각은 말아라. 다른 길은 

없다.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지키는 믿음 있는 분이시다. 그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을 믿는다. 일반적으로 교회로 말하기는 쉽다. 그런데, 그 교회를 대표하는 

나는 어떤가? 나는 약속, 곧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인가? 아닌가? 

 



3. 말씀 속으로 

1) 포도나무는 어느 민족을 말하는 것일까요? 유대민족 

2) 첫째 독수리와 둘째 독수리는 각각 어느 나라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벨론과 이집트 

 

4. 삶 속으로 

1) 누구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일단 한 약속을 잘 지킨 경험이 있을 것이다. 어떤 

마음으로 그 약속을 지키게 되셨나요? 설사 손해를 보더라도 약속한 바는 지킨다. 약속은 남과도 

한 것이지만, 우선적으로는 나 자신과 한 것이기에 

2)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시작되죠. 그런 믿음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를 한 가지만 찾는다면?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진짜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는 시늉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 질문에 솔직하게 

나눠봅니다. 솔직하게 되면, 우리 영혼은 우리 자신을 존귀하게 세우는 힘을 주게 됩니다. 

 

5. 암송구절: 에스겔 17:15 

“그런데도 그는 바빌로니아 왕에게 반역하여, 이집트로 사람을 보내서, 자기에게 많은 

군마와 군인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가 성공할 수 있겠느냐? 언약을 어긴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겠느냐?”  

 

6. 자녀와의 나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나요? 아니면 믿는 시늉만 하고 있나요? 

부모님이 강요해서? 아니면 자신 스스로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Week 3  The Third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Ezekiel 17:1-16 

What Kind of Faith Do We Keep? Real Authentic One or Fake One? After reading the passage, why 

don’t you ask your small group members to put a name for the passage. 

 

 

 New 543 (Uni.342)  Simply trusting every day 

 New 425 (Uni.217)  Have Thine own way, Lord 

 New 542 (Uni.340) ’Tis so sweet to trust in Jesus 



 

새 543 (통 342) 

1. Opening Question 

Have you ever taken loss while keeping either a contract or a promise? Why did you keep the 

promise?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 King Zedekiah broke the covenant made with Babylonia.  Trust was broken. It was disappointing. 

God tells a story of a grapevine and two eagles. What message does God want to convey to Israelites?  

An eagle took a broke off its topmost shoot from a cedar and planted it on good soil. It became a 

grapevine, a spreading vine. One day as anther eagle showed up, the vine betrayed the old eagle. 

Furthermore, the vine made a foolish request. “Please take the water source away from me.” Guess what 

will happen? The vine withered. It is necessary for a group leader to understand the story clearly by 

revisiting the story in the Bible. 

The first eagle indicates Babylonia and the second, Egypt. Israel broke the covenant made with Babylonia 

and got along with Egypt. The covenant made with Babylonia was an arranged way by God to keep the 

country surviving by paying the debts of sins of Israel. But Israel threw away that opportunity. What a sad 

story it is! 

There is a grounding formula for the Reformation. “Salvation is possible only by faith and only by grace.” 

The term “faith of the Reformation” is parallel to “covenant” in our passage. In what age are we now? 

Faith is mentioned in the church, but seldom kept. Pastor preaches about faith, but not many Christians 

really put it into action. We talked about faith, but we do not practice the Word of God. Therefore, the 

influential power of Christians has become declining. Now not much expectation is given to the church 

for the community’s justice and health. Rather it has been given to the promising and innovative 

companies and their products. 

“But the king rebelled against Babylonian king by sending his envoys to Egypt to get horses and a large 

army. Will he succeed? Will he who does such things escape? Will he break the covenant and yet 

escape?” (v.15). 

It is reminded of the word of Jesus, saying “You are saved by your faith.” We believe that we are the ones 

of faith. Questions are, then, before us. Are we the ones who can be trusted by others? How about the 

churches of Jesus? Are the churches of today the ones to be trusted? Today’s message is simple, but the 

power is enormous. Once a promise is made, it should be kept. Don’t think that there is a way to avoid it. 

Our God himself is the God of faith, trust and promise. A challenge from God today is this: prove your 

belief and faith. If you believe in God, be a man or woman of faith. In general, it is easy to say that the 

church’s credit these days should be recovered. But it is necessary to apply that to myself. Am I 

trustworthy or not?  



3. Into the Word 

1) In that story, there is a reference to a grapevine. What nation does it indicate? Judae 

2) Two eagles are mentioned. Which nation does each eagle represent? Babylon and Egypt 

 

4. Into our Life 

1) All of us have some experience that we kept promise or contracts, while sacrificially taking 

some losses. What were the reasons that you kept the promise or contracts? Once I make a 

promise, I try my best to keep it. It is because that the promise was not only made for others, 

but also for myself. 

2) Genuine faith originates from God. It is such God that we believe in. If you feel that your 

faith does not grow, can you identify one of the reasons? Are we really the people of faith or 

only the pretenders of faith? Being honest helps us to set ourselves apart from anything 

negative hidden within us.  

 

5. Memory Verse: Ezekiel 17:15 

“But the king rebelled against Babylonian king by sending his envoys to Egypt to get horses and 

a large army. Will he succeed? Will he who does such things escape? Will he break the covenant 

and yet escape?”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Are you a believer in God or a pretender of faith? Are you trusted by others or not? Because your 

parents’ force? Have you ever had your own time to challenge your faith? 

 

---------------------------------------------------- 

4주 넷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에스겔 24:1-14 

죄목을 다시 정확히 짚어주시는 하나님 본문을 읽고 나서, 나라면 제목을 어떻게 달까? 서로 나눠 

보아도 좋다. 

 새 278 (통 336)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새 277 (통 335) 양떼를 떠나서 

 새 272 (통 330)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1. 여는 질문  



이런 말을 듣는다. “미안하다고만 말하지 말고, 도대체 뭘 잘 못했는지 알기는 알아?” 이런 말을 

듣거나, 하신 경험이 있나요? 그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사람은 대개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서 삽니다. 그래서 죄를 반복하게 되지요. 누군가가 짚어 줄 필요가 있죠. 

 

2. 본문 이해 

24장의 말씀은 특별히 날짜를 기록한다. “제 9년 열째 달 십일.” 588년 B.C.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치는 것을, 하나님은 가마솥을 장작불로 지피는 비유로 예루살렘을 다루실 것을 

말씀한다. 죄의 행실 (14절)을 다 짚어주신다. “너희 모든 행실과 너의 모든 행위 대로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신다. 7절, “죄 없는 사람을 죽인 피가 그 성읍 한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다.” 13절, “너의 더러운 죄 가운데는 음행이 있다. 음행으로 더러워진 너의 

몸을 내가 깨끗하게 하려 하였으나, 네가 너 자신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려고 하지 않았으니.” 

왜 죄의 행실, 곧 죄목을 다 짚어 주시는 것일까? 

에스겔서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면 따라왔는데, 이쯤 되면, 질문은 이렇다. 심판의 메시지, 

하나님은 안 질리시나? 그만하시고, 이제 새로운 챕터, 곧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시면 안 되나? 

그런데, 정작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리게 하나?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정말 질리게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사람들은 상황을 모면하면 쉽게 달라진다. 그런 말이 

있지 않은가? 구덩이에 빠진 호랑이를 구해 주었더니, 구해 준 사람을 잡아먹겠다고 하듯. 그것을 

전문용어로 <죄성>이라 한다.  

하나님은 자신의 결연한 의지를 13절에서 말씀하신다. “네가 너 자신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려고 하지 않았으니, 내가 너에게 분노를 다 쏟을 때까지는, 네가 다시 깨끗하게 되지 못할 

것이다.” 6절, “죄 없는 사람을 죽인 살인자의 성읍아.” 모르고 심판 받으면 안 되기에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 

참된 치유는 어떻게 일어날까? 세상에선 억울한 사건의 억울함을 어떻게 풀까? 순서가 있다. 1) 

진상 규명 – 지은 죄를 분명히 짚는다. 2) 책임자 처벌 – 누가 책임자인지 처벌한다. 3) 배상 – 

억울함을 당한 사람에게 배상한다. 4) 명예회복 – 억울함을 사회적으로 풀어준다. 5) 재발방지 

작업 – 널리 알리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기독교인들도 깊이 짚어 보아야 할 

일이다. 내 개인의 영혼과 몸도 이런 관점에서 다시 짚어봐야 할 것이다. 불의한 과거 청산은 그래서 



명백하게 해야 한다. 독일은 나치과거를 명백하게 처리하지만, 일본을 그리 못한다. 명백하게 죄를 알고 

청산하는 민족에게 미래가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다. 크리스찬들이 용서를 매개로 흐리멍텅할 수 있다. 본 

회퍼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값진 은혜>를 <값싼 은혜>로 전락시킨 장본인은 바로 우리가 된다. 

 

3. 말씀 속으로 

1) 7절, 13절에서 왜 하나님은 또 예루살렘이 저지른 죄목을 다시 반복해서 짚어주시는 

것일까요? 죄를 분명히 알아야, 죄의 댓가, 곧 포로로 잡혀가도, 성실히 그 댓가를 치를 수 

있기에. 지은 죄를 모르면 불만과 불평이 많을 뿐 

2) 13절에서, 기회를 먼저 주었을 때 스스로 깨끗이 씻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했나요? 하나님이 손수 더러움을 씻어주신다고 하심. 

 

4. 삶 속으로 

1) 반복되는 나쁜 습관, 떨어버리려 해도 잘 안 되는 나쁜 습관이 있나요? 누구에게나 있다. 

나누는 만큼,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힘을 주신다.  

2) 어떻게 해야 그 나쁜 습관으로부터 나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자유케 할 수 있을 것 

같나요? 1) 나쁜 습관이 나를 어떻게 무너뜨리는지를 분명히 알고 2) 하나님이 이 일을 

처리하길 바라심을 분명히 알면, 목표가 생길 것이다. 

 

5. 암송구절: 에스겔서 24:14b 

“너의 모든 행실과 너의 모든 행위대로 네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새번역). 

 

6. 자녀와의 나눔 

미안하다고 말할 때가 많다. 정말 미안한 이유를 알고 말하나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말하나요? 자신도 모르는 버릇이 된 습관을 짚어줍니다. 영어로 awareness가 생기도록 

 

 

Week 4  The Fourth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Ezekiel 24:1-14 



  Our God specifically Points Out Sins! After reading the passage, why don’t you ask your 

small group members to put a name for the passage. 

 

 

 New 278 (Uni.336)  Far from the Lord I wander’d long 

 New 277 (Uni.335)  I was a wandering sheep 

 New 272 (Uni.330)  Out of my bondage, sorrow and night 

 

1. Opening Question 

You may have heard from your close ones, saying “Don’t just say, I am sorry! Do you know what you 

should be sorry for? Can you guess why she or he talks to you that way? Unless we are really aware of 

our wrongs, we usually undergo the same wrongs. 

 

2. Understanding Today's Passage 

The passage begins with a specific reference to a time, “in the 9th year, in the tenth month on the tenth 

day.” In the year 588 B.C., just one year before the fall of Jerusalem, God takes a parable of “boiling 

cooking pot.” With the parable, God presents the reasons why Jerusalem will be destroyed at verse 14, 

saying, “You will be judged according to your conduct and your actions.” Then God recalls some sins 

committed by Israelites, specifically at the verses of 7 and 13. “For the innocent blood she shed is in her 

midst.” “Now your impurity is lewdness. I tried to cleanse you, but you would not be cleansed you’re 

your impurity.”  Here a question is this: Why does God point out their sins specifically? 

We’ve been following each chapter up to now full of the message of punishment. Then a question arises. 

Doesn’t God get tired of his own messages full of judgments? What if God turns around and brings some 

messages of hope now? What are your thoughts? As I spend more time with this passage, God gives me a 

question. “Which one is really bothersome? Myself or Israelites? I’ve repeatedly said, “My loving city of 

Jerusalem! Please stop doing evils and turnaround to me and to my word.”   

At verse 13, God expresses his own will. “You will not be clean again until my wrath against you has 

subsided.” At verse 6, God calls them, “the city of bloodshed.” God makes sure to let them know why 

Jerusalem will be punished. The purpose of God is not on punishment but on prevention of sins and 

injustices.  

How do truthful healings occur? There are five steps to take for just healings to heal the harm and put 

things right. 1) identify the damages and causes, 2) punishment to wrongdoers, 3) compensate victims, 4) 

recover the reputation of the victims, and 5) preventive works. If we do not want to repeat wrongdoings, it 

is necessary for us to revisit these five steps.   



Therefore, it is very important to straighten out the past of injustice. Germany did it, but Japan failed. 

There is no great future to the nation which fails to straighten its past of injustice, but great future to the 

nation which succeeds it. Dietrich Bonhoeffer, German theologian, pointed out that the grace of God 

should be taken seriously not as a cheap grace.  

 

3. Into the Word 

1) At verse 7 and 13, why do you think God repeatedly point out the wrongdoings specifically? 

When anyone is being punished without any awareness of wrongdoings, one can not go 

through the punishment. Instead, one will be full of complaints. God wanted His people to be 

fully purified away from SIN. 

2) At verse 13, God gives a chance to repent. What will God do if people do not take that 

opportunities? God will do it by himself to save His people from SIN. 

 

4. Into our Life 

1) What are some wrongdoings or bad habits that you struggle to be free from? There is no one 

without any wrong habits or doings. Do not hide yourself from God like Adam and Eve. 

2) What actions would you take this week to heal yourself or to liberate yourself from the 

bondage of sins? 1) Clear awareness of wrongdoings and my own yearning for liberation 

helps, 2) knowing that God diligently helps us. 

 

5. Memory Verse: Ezekiel 24:14b 

“You will be judged according to your conduct and your actions.” 

 

6. Sharing with Your Children  

So often we say, “I am sorry.” Do you do it habitually just for avoiding awkward situations or do 

it genuinely? Check on your own habits, which are unconsciously repea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