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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5 월호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김태준/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IL)  

이 달의 주제:  율법의 기쁨 

 

5 월 첫 째 주 소그룹 모임 :  정성껏 드릴 제사 

 

찬송 

찬송가 310 장 (통 410 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23 장 (통 23 장) 만 입이 내게 있으면 

찬송가 50 장 (통 71 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소그룹 리더는 모임을 시작하면서 먼저, 자연스럽게 지난 모임 이후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 

주십시오. 날씨에 대한 내용과 가정 이야기 등등…… 처음 여는 이야기들이 너무 길거나 심각하지 않게 리더는 

수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찬양 후에 소그룹 참여자 중 한 분을 미리 지명하여서 찬양 후에 여는 기도를 

하도록 부탁하십시오.)) 

 

찬양하면서 소그룹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여는 질문  

가장 은혜롭게 예배를 드려본 경험은 언제입니까?  함께 나눠 봅시다. 

 

본문: 레위기 5:7-13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 한 절 혹은 두 절씩 돌아가면서 읽거나, 번갈아 읽는 방식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모일 때 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을 바꾸어 보시고,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참석자는 성경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신약, 구약의 페이지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옆에 

계신 분에게 미리 부탁하여 성경찾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이해 

레위기 1 장에서 7 장까지는 번제 (동물을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 소제 (곡식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 화목제 

(서원이나 감사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 속죄제 (하나님께 대해 범죄한 것을 용서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 

그리고 속건제 (해를 끼친 것에 대한 배상과 함께 드리는 제사) 등, 제사에 대한 설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 중 

오늘 본문은 속죄제에 관한 설명 끝부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특이한 것은 속죄제는 주로 송아지나 염소, 양 

등으로 제물을 삼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집안이 가난해서 그러한 동물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로 비둘기나 곡물을 드릴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인도자는 간단한 성경 해석과 설명이 깃들여 있는 해설 성경/Study Bible 을 사용하여, 오늘 본문의 앞뒤 

관계를 살펴보시고 이 본문의 배경을 추가로 더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나눔을 인도하면서 질문과 연결된 

본문을 다시 읽어 주는 것도 나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1) 7 절과 11 절에 “힘이 (손이) … 미치지 못하면” 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입니까? 

(2) 그렇게 “하급”의 제물을 드릴 경우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10 절, 13 절) 

 

삶 속으로  

(1)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급으로 표현한다면 다음 중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송아지급?  

양/염소급?  비둘기급?  아니면 곡물급? 

(2)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어떻게 받아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3) 여러분의 예배가 더욱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한 가지씩만 나눠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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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송구절: 레위기 5:13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자녀와의 나눔 

(1) 예배 시간에 가장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니? 

(2) 교회 이외의 시간에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따로 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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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 둘 째 주 소그룹 모임 : 먹는 기쁨 

 

찬송 

찬송가 425 장 (통 217 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가 391 장 (통 446 장) 오 놀라운 구세주 

찬송가 183 장(통 172 장) 빈들에 마른 풀 같이 

((소그룹 리더는 모임을 시작하면서 먼저, 자연스럽게 지난 모임 이후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 

주십시오. 날씨에 대한 내용과 가정 이야기 등등…… 처음 여는 이야기들이 너무 길거나 심각하지 않게 리더는 

수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찬양 후에 소그룹 참여자 중 한 분을 미리 지명하여서 찬양 후에 여는 기도를 

하도록 부탁하십시오.)) 

 

찬양하면서 소그룹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여는 질문  

가장 감사하게 먹어 본 음식은 무엇입니까?  생각이 나지 아니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지 나눠 봅시다. 

 

본문: 레위기 11:1-8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 한 절 혹은 두 절씩 돌아가면서 읽거나, 번갈아 읽는 방식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모일 때 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을 바꾸어 보시고,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참석자는 성경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신약, 구약의 페이지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옆에 

계신 분에게 미리 부탁하여 성경찾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이해 

레위기 11 장에는 먹어도 되는 정한 동물과 그렇지 않은 부정한 음식에 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동물 중 많은 것들은 우리가 잘 접하지 못하는 것들이라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돼지 같은 경우는 많이 애용 하는 육류라 고민이 되게 합니다.  물론 지금은 돼지 고기를 먹는 것을 죄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0 장에 (9 절-16 절) 나오는 베드로의 환상을 통해서 노아에게 육류를 

허락하신 것 같이 (창 9:3) 모든 것이 허락되었다는 것이 현재의 신학적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레위기 11 장은 

우리와 전혀 상관 없는 말씀인가? 하는 질문을 던져 볼 수 있겠습니다. 무엇보다 음식에 대한 관심이 높은 

지금 레위기 11 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식생활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도자는 간단한 성경 해석과 설명이 깃들여 있는 해설 성경/Study Bible 을 사용하여, 오늘 본문의 앞뒤 

관계를 살펴보시고 이 본문의 배경을 추가로 더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나눔을 인도하면서 질문과 연결된 

본문을 다시 읽어 주는 것도 나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1)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부정한 짐승으로 지명된 짐승들은 무엇입니까? 

2) 이 짐승들을 왜 먹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참고) 낙타의 경우 당시 귀한 교통 수단으로 쓰여지는 동물이었기에 보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셨을 

수도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사반과 (오소리 또는 바위 너구리) 토끼의 경우 야생 동물이 지닐 수 있는 

병균에 대한 예방책으로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돼지의 경우 기름기 많은 삼겹살등이 몸에 좋지 않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 음식을 금하는 의학적이거나 과학적인 이유는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의 식생활도 그 거룩함을 반영해야 한다고만 말씀합니다.  

(11:44-45) 

3) 11 장 44 절과 45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식생활을 포함한 우리의 삶이 그 거룩함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의 식생활은 어떤 면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삶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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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식생활 중 바꿔야 할 부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암송구절: 레위기 11:46-47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자녀와의 나눔 

(1)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정해놓은 성경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니? 

(2) 사람이 꼭 피해야 할 음식이 있다면? 왜? 

 

 

 

 

 

 

 

 

 

 

 

 

 

5 월 셋 째 주 소그룹 모임 : 지킬만한 법 

 

찬송 

찬송가 430 장 (통 456 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찬송가 438 장 (통 495 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가 304 장 (통 404 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소그룹 리더는 모임을 시작하면서 먼저, 자연스럽게 지난 모임 이후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 

주십시오. 날씨에 대한 내용과 가정 이야기 등등…… 처음 여는 이야기들이 너무 길거나 심각하지 않게 리더는 

수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찬양 후에 소그룹 참여자 중 한 분을 미리 지명하여서 찬양 후에 여는 기도를 

하도록 부탁하십시오.)) 

 

찬양하면서 소그룹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여는 질문  

지금까지 교통 위반 티켓을 몇 장이나 받았는지 솔직하게 나눠 봅시다.  티켓을 받았을 때 감사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본문: 레위기 19:9-16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 한 절 혹은 두 절씩 돌아가면서 읽거나, 번갈아 읽는 방식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모일 때 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을 바꾸어 보시고,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참석자는 성경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신약, 구약의 페이지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옆에 

계신 분에게 미리 부탁하여 성경찾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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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기 19 장에는 여러 가지 법들을 모아 놓았는데,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법들이 눈에 띕니다.  가난한 

이웃들을 위한 구제법 (9-10 절), 공정한 임금을 위한 법 (13 절), 장애자를 위한 법 (14 절) 등 이웃 사랑을 

(18 절)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법들을 가만히 살펴 보면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법들을 통해 사회가 건강해지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나의 삶이 그 이득을 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런 법이 주어진 배경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인도자는 간단한 성경 해석과 설명이 깃들여 있는 해설 성경/Study Bible 을 사용하여, 오늘 본문의 앞뒤 

관계를 살펴보시고 이 본문의 배경을 추가로 더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나눔을 인도하면서 질문과 연결된 

본문을 다시 읽어 주는 것도 나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1) 오늘 본문에서 “나는 … 여호와니라” 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옵니까? 

2) 이웃을 돕고 사회의 공의를 세우는 일과 하나님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 속에는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 것입니다.  (1) 가난한 자, 

장애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졌음을 기억하라.  (2)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보고 계신다.    (3)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  (4) 이 법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주신 법들이다. 

 

3)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내 주변에서 사랑과 공의가 필요한 이웃은 누구입니까? 

 

삶 속으로  

우리 교회가 이웃 사랑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암송구절: 레위기 19:13-14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자녀와의 나눔 

(1) 학교나 사회에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나 법들은 왜 이을까? 

(2) 학교 규칙 중에 내가 가장 고치고 싶은 규칙은? 왜 그것을 고치고 싶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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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월 넷째 주 소그룹 모임 :  추억의 절기 

 

 

찬송 

찬송가 301 장 (통 460 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288 장 (통 204 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가 438 장(통 495 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소그룹 리더는 모임을 시작하면서 먼저, 자연스럽게 지난 모임 이후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대화를 이끌어 

주십시오. 날씨에 대한 내용과 가정 이야기 등등…… 처음 여는 이야기들이 너무 길거나 심각하지 않게 리더는 

수위를 조절하셔야 합니다. 찬양 후에 소그룹 참여자 중 한 분을 미리 지명하여서 찬양 후에 여는 기도를 

하도록 부탁하십시오.)) 

 

찬양하면서 소그룹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래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드리는 

찬양인가 아닌가의 문제입니다.” 

 

여는 질문  

명절 때 특별히 가족이 지키는 전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은 추수감사절, 성탄절, 설날 등을 어떻게 

특별히 지내는지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레위기 23:39-44 

((성경 본문을 읽을 때는 한 절 혹은 두 절씩 돌아가면서 읽거나, 번갈아 읽는 방식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함께 읽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시오. 모일 때 마다 성경을 읽는 방법을 바꾸어 보시고, 예배에 

익숙하지 않은 참석자는 성경을 찾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신약, 구약의 페이지 숫자를 말씀해 주시고, 옆에 

계신 분에게 미리 부탁하여 성경찾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배려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이해 

레위기 29 장에는 여러 절기에 관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히 세 절기, 즉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중 초막절에 

관한 것입니다.  초막절은 가을 추수 기간과 맞추어져 있으며 (40 절) 특별히 출애굽한 후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일주일간 초막을 세우고 그 안에서 생활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 부활절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인도자는 간단한 성경 해석과 설명이 깃들여 있는 해설 성경/Study Bible 을 사용하여, 오늘 본문의 앞뒤 

관계를 살펴보시고 이 본문의 배경을 추가로 더 설명하실 수 있습니다. 삶의 나눔을 인도하면서 질문과 연결된 

본문을 다시 읽어 주는 것도 나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 

1) 본문에 의하면 초막절을 지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43 절) 

2) 초막절에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까?  (40 절) 

3) 40 절에 “즐거워 하라” 고 하신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초막절에는 무엇을 어떻게 즐거워 할 

수 있겠습니까? 

삶 속으로  

1)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작은” 부활절이라고도 하는데, 그 주일을 맞이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합니까?  부활절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모습이 담겨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2)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가정,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 하는 주일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암송구절: 레위기 23:43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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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의 나눔 

(1) 10 년 혹은 20 년 뒤, 결혼을 해서 가정이 있다면 가족들하고 Memorial Weekend 에 가장 하고 싶은 것은?  

(2)  매 주일을 하나님과의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만들기 위해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니? 

 

 

 

 

 

 

 

 

 

 

 

말씀카드   

Week 1 

레위기 5:13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Thus the priest shall make atonement for him for the sin which he has committed in any one of these 

things, and he shall be forgiven. And the remainder[d] shall be for the priest, as in the grain offering. 

 

Week 2 

레위기 11:46-47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This is the law about beast and bird and every living creature that moves through the waters and 

every creature that swarms on the ground, 47 to make a distinction between the unclean and the 

clean and between the living creature that may be eaten and the living creature that may not be eaten. 

 

Week 3 

레위기 19:13-14 

너는 네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며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You shall not oppress your neighbor or rob him. The wages of a hired worker shall not remain with 

you all night until the morning. 14 You shall not curse the deaf or put a stumbling block before the 

blind, but you shall fear your God: I am the Lord. 

 

Week 4 

레위기 23:43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that your generations may know that I made the people of Israel dwell in booths when I brought them 

out of the land of Egypt: I am the Lord your G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