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5 년 1 월호 기쁨의 언덕으로 묵상집 소그룹 모임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무엇을 거둘 것인가? 

찬송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 212 장 (통 347)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 325 장 (통 359) 

           예수 앞에 나오면 찬 297 장 (통 205) 

 

본문     잠언 1:10-19 

 

1. 찬양과 여는 기도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2.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무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민 와서 살면서 결국 “심은 대로 거둔다”는 우리의 속담을 삶에서 경험한 일로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3.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4. 말씀 속으로  

 

우리 선조들은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도 “이익을 볼 때 의를 생각하라” (견리사의, 見利思義 )는 

말씀을 남겼읍니다.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가진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하는 말과 일맥 

상통합니다. 즉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알기 이전에도 세상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치가 

있어서 그 이치를 어기면 세상에서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뒤틀어진다고, 즉 한이 쌓인다고 믿고 

한이 깊어지면 저주와 불행을 당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 우리 선조들이 생각하던 이치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익을 탐하는 모든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하느니라.”  즉 이익을 탐하여 다른 사람들과 공모하여 남의 생명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평판을 떨어드리기 위해 헛소문을 퍼뜨리고 하는 일들은 사실은 자기 

무덤을 파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는 사람들은 기쁨과 보람에 가득찬 

삶을 살 것이지만, 자기 이익을 탐하고 남을 해치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말씀과 만나는 삶의 나눔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내가 심은 대로 거둔다면 심각한 어려움을 당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별 어려움없이 

지내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아직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느낀 경험을 언제 무슨 계기로 

하셨습니까?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이대로 그냥 두면 언젠가는 큰 대가를 치룰 것이라고 생각되는 아직 드러나지 않은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그 일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고백하고 해결하고 넘어가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삶의 현장에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6.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7. 찬양, 헌금, 헌금기도 및 “주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어떤 가정을 만들 것인가? 

 

찬송     눈을 들어 하늘보라 찬 515 장 (통 256) 

           어서 돌아오오 찬 527 장 (통 317)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찬 539 장 (통 433) 

 

본문    잠언 5:15-23 

 

1. 찬양과 여는 기도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2.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3.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무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연애 소설이나 사랑을 다룬 영화로는 어떤 것이 기억나십니까? 

 

4. 말씀 속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와 가정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새로운 믿음의 가정이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기본 단위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가정의 행복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닙의 축복의 통로가 막힌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가정의 기초는 부부가 놓는 것이고 기 기초위에 자녀들이 집을 짓고 여러 가지 활동에 필요한 

방들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깨어지면 기초가 흔들립니다. 이 부부관계는 서로의 



신뢰를 바탕으로 만들어 지는 것인데 한 사람이 바람을 피우면 이 신뢰가 깨어지면서 가정의 

기초가 무너지고 그 위에 쌓아 올린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네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의 뜻은 “네가 젊어서 얻은 아내(남편)을 즐거워하라”는 것임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가능성을 활짝 꽃피우도록 믿고 도와주는 

일입니다. 이것은 비단 배우자뿐만 아니라 친구간의 교제나 가족간의 관계에서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말씀과 만나는 삶의 나눔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그 소설이나 영화의 주인공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점에서 

비슷합니까?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을 육체만 가진 사람으로만 취급하거나 돈만 벌어오는 사람으로만 

대하는 나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데 무엇이 가장 큰 걸림돌입니까?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나와 함께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는 귀한 동역자로 즐거워하기 

위해서는 그와 함께 무슨 일을 하여야 하겠습니까? 

 

       5.   삶의 현장에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6.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7.   찬양, 헌금, 헌금기도 및 “주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만남을 넘어 성장으로 
 

찬송    오 놀라운 구세주 찬 391 장 (통 446) 

          주 예수여 은혜를 찬 368 (통 486)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 453 (통 506) 

 

본문    잠언 14:4 

 

1. 찬양과 여는 기도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2.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무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이들이 한바탕 어지르고 간 집이나 교회를 청소할 때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3.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4. 말씀 속으로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속담이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다”는 속담은 자녀들 때문에 

속을 썩는 부모님들의 심정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키우면서 삶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신앙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아이를 낳는 것과 같고 성도가 성도다와 지도록 성경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것은 자녀를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보는 것은 온 교인들의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들을 홍수로 진멸하시거나 불로 심판하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것은 우리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혹은 육신의 자녀를 키우면서 체험한 심정을 통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만나는 삶의 나눔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내가 저지른 실수를 다른 사람이 덮어주거나 대신 해결해준 경험으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때문에 상처를 받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하는데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었습니까?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상처도 받고 시험도 받지만 그래도 교회를 나오는 유익으로는 무엇을 들 수 있습니까? 

 

 

5. 삶의 현장에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6.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7. 찬양, 헌금, 헌금기도 및 “주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악인의 형통이 부러워질 때… 
 

찬송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찬 455 장 (통 507) 

           빛의 사자들이여 찬 502 장 (통 250)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 569 장 (통 442) 

 

본문     잠언 23:17-18 

 

1. 찬양과 여는 기도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2.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무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어릴 적에 고향에서 가장 부러워하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습니까? 왜 부러워했습니까?   

 

3.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4. 말씀 속으로  

 

세상을 살다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꼭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잘되는 

것도 아니고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도 아니고 건강한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 축복을 기대했다가 싦망하는 성도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를 하거나 업종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번 다른 사람들처럼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육체의 쾌락을 만족시킬 때도 

죄의식없이 즐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부정하고 이기적으로 살던 사람들은 끝이 좋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 

당대에는 어떻게 유지했을 지 모르지만 그 자녀손대에 그 값을 치루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 

내가 그 값을 치루지 않았다고 안심핳  일도 아닙니다. 그리고 죽은 이후에는 영원한 대가를 

치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진리입니다. 성경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고 성실히 사는 

사람들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으리라고 보장합니다.  당장 눈 앞의 현실 

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만나는 삶의 나눔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내가 다른 집안을 부러워하지 않고 만족함을 느끼게 된 계기로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아직도 내 형편 보다는 다른 사람의 사는 모습이 부럽다면 무엇을 통해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내가 어떤 모습의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       삶의 현장에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6.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7.       찬양, 헌금, 헌금기도 및 “주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 다섯째 주 소그룹 모임: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 
 

찬송     주 날개및 내가 편안히 쉬네 찬 419 장 (통 478)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찬(293 장) (통 414)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찬 508 장 (통 270) 

 

본문    잠언 31:30 

 

1. 찬양과 여는 기도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2. 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무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나의 외적인 조건에 관계없이 사랑받은 기억으로는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3.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4. 말씀 속으로  

 

사람들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것에 관심을 많이 씁니다. 가능하면 내 

속사람과 겉 사람이 너무 다르게 보이지 않기를 바라면서 화장도 하고 옷도 골라 입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오해하거나 잘못보는 경우가 생깁니다.  

 

재산이나 직위에 따라 오해가 더 커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의 나보다도 부풀려 보거나  

낮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의 원래의 가치와 존엄성을 지키고 싶어서 

때로는 무리하게 외적인 모습에 시간과 돈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이 모든 염려에서 해방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에만 관심을 가지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고운 

것도 그 정체를 드러내고 아름다운 것도 아무 힘을 쓰지 못하지만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와 진실된 삶의 모습을 칭찬하십니다.  외모 학벌 재산 지위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과 만나는 삶의 나눔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이 나의 외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은 언제 무슨 계기로 

갖게 되었습니까?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지난 1 년 동안 아무 눈치도 보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경험으로는 어떤 

예배를 기억할 수 있습니까?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한다면 무슨 일을 해 보고 싶습니까?  

 

 

      5.        삶의 현장에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6.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며,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7.        찬양, 헌금, 헌금기도 및 “주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