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OTTER’S HOUSE 6

‘청종’과 ‘따름’ 
‘Listening and Obeying’ and ‘Following’

“听从”与“跟随” 

요한계시록 14:4-5
Revelation 启示录 

Group Bible Study



Ice Breaker

만약 한 회사가 유능한 신입 사원을 뽑기 위해 예수님의 열두 제자를 대상으로 
인물 분석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회사가 이들의 학력, 경력, 적성을 종합해 컴퓨터
에 분석을 의뢰했다면 아마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릅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사는 매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들
은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청탁하려 하였습니다. 도마는 매사에 너무 의심이 많
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일을 그르치고 실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드레는 너무나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일을 추진
함에 있어서 속도가 늦고 추진력이 떨어집니다.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회사로서는 채용하기에 좀 위험한 존재입니다. 세리 출신인 마태는 다른 사람이 피
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라도 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제자들 중 가장 이상적인 신입 사원을 뽑는다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학식과 경
험을 겸비한 인물이며 실업가의 감각과 사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킨 사람은 실격자로 판정난 제자들이었습니
다. 세상적 판단으로 가장 유능한 가룟 유다는 오히려 배신자로 낙인 찍혔습니다. 

- 말씀의 징검다리 / 정장복·주승중·김운용 엮음 



Introduction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통해 최종적으로 남기신 명령은 ‘나를 따르라’ 
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자를 부르는 일부터 먼저 하셨습니
다. 제자들을 택하실 때 하신 말씀이 곧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정리하시며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 도 ‘나를 따르라’ 였습니다. 즉 ‘따르라’는 명령
에서 시작된 사역이 ‘따르라’는 명령에서 끝났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할 길이 있다면 주를 따라가는 길이 되어야 합니다. ‘따르라’는 말은 원어
로 ‘아콜루데오’입니다. 자신의 방법과 주장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라는 강력한 의
미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따름’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깊이 생각하는 시간 되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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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Jesus, the good shepherd, walks with us.

好牧人耶稣与我们同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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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양은 목자의 음성에 청종하여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요한복음10:25-27, 10:2-15)

      Sheep listen to the shepherd's voice and follow Him wherever He leads. (John10:25-27, 2-15)
       羊听从牧人的声音，无论牧人往哪里去，都跟随他。(约翰福音10:25-27, 10:2-15)

1.2. 제자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마가복음1:16-20; 마태복음8:22, 16:21-24) 

      Disciples deny themselves and follow Jesus carrying their crosses.
      (Mark1:16-20; Matthew8:22, 16:21-24)
        门徒们舍己并背起十字架跟从耶稣。(马可福音1:16-20; 马太福音8:22, 16:21-24) 

1.3. 선한 목자는 양과 동행하시고,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시편23)

      The good shepherd walks with His sheep and leads them to green pastures and quiet waters.
      (Psalm23)
       好牧人与羊同行，领往可安歇的水边和青草地。(诗篇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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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 부르심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If we follow Jesus, the good shepherd, we will live according to our callings.

跟随好牧人耶稣，就能照着呼召而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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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예수님의 큰 그림은 제자들을 통하여 세계선교를 바라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13:20-21; 마태복음9:35-10:1; 베드로전서5:2-4)

       Jesus looked at the world mission through his disciples with His big picture.
       (Hebrew13:20-21; Matthew9:35-10:1; 1Peter5:2-4)
        耶稣的蓝图是透过门徒展望世界宣教。
       (希伯来书13:20-21; 马太福音9:35-10:1; 彼得前书5:2-4)

2.2. 예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하게 됩니다. (요21:15-17)

       When the relationship with God is restored, ‘the lost calling’ is restored. (John21:15-17)
        如果恢复了与耶稣的关系，那么“遗失的使命”也就得以恢复。(约翰福音21: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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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 이 땅에 ‘두 가지 유산’을 남겨놓으셨습니다.

Jesus left 'two heritages' on the earth. 

耶稣将“两大产业”留在了地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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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첫 번째 유산; 대계명은 성경의 모든 율법가운데 가장 큰 계명입니다.  
      (마태복음22:37-40; 출애굽기20:3-17; 신명기6:4-9) 

        The first heritage; The Great Commandment is the greatest command among all 
        the laws in the Bible. (Matthew22:37-40; Exodus20:3-17; Deuteronomy6:4-9)

        第一个产业；大诫命是所有圣经律法中最大的诫命。
       (马太福音22:37-40; 出埃及记20:3-17; 申命记6:4-9)

3.2. 두 번째 유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사명을 위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28:18-20)

        The second heritage; Jesus entrusted the Great Commission to His disciples. (Matthew28:18-20)
       第二个产业：耶稣将大使命委任给了门徒。(马太福音28:18-20)



Walking Together

1.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사건,상

황,사람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오늘 당신에게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하시는 

음성에 반응한 영역을 나눠봅시다. 

2.대계명(눅10:25-42),대사명(마28:16-20)의 말씀을 읽고, 자신과,가정,

공동체,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