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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17:�The�Kingdoms’�Fall��

제 17장�왕국들의�몰락��
�

Key�Question:�Why�were�the�Jews�exiled?���

핵심�질문:�왜�유대인들은�유배되었습니까�?�

�

읽어야�할�성경본문�-왕하�21,23-25,�대하�33,36,�렘�1,2,4,5,�애 1-3,5,�겔 1,2,6,7,36,37�

�

첫째날,�Manasseh�므낫세왕�Pages 231–234 

 

Manasseh led people so astray that they did more evil than the Canaanites had done before them. 

Yet he repented at the end of his life.  므낫세 왕의 통치는 사람들을 방황케하여  그들로 이전의 

가나안 사람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게 하였습니다. 1 그러나 그는 말년에 회개하였습니다. 

 

1. (a) How did God first try to reach Manasseh (2 Chronicles 33:10)?  

     하나님께서 처음에 어떻게 므낫세를 설득하려 하셨나요(역대하 33:10)? 

(b) How did God next try to reach Manasseh (33:11)?  

    후에 또 어떤 방법으로 설득하려 하셨나요(33:11)? 

(c) What two things did Manasseh then do (33:12)?  

     므낫세가 행한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33:12)? 

(d) How did God respond to Manasseh (33:13)?  

     하나님께서는므낫세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33:13)? 

 
 

2. (a) Briefly describe a time you had to increase disciplinary measures when a child refused  

      to listen to correction.  자녀가 훈계을 거부하기 때문에 더 강한 벌을 주어야만 했던  

     상황을 간단히 설명해보세요. 

 

(b) When children are willfully disobedient, small consequences may not change their bad  

     behavior, and increasing those consequences becomes necessary. How does this  

     illustrate what happened with Manasseh? 자녀가 고집스럽게 불순종 할 때, 작은 (벌의)  

    결과는 그들의 나쁜 행동을 변화시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가끔 더 강한 벌이   

    필요 할 때가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므낫세에게 일어난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1
�2�Chronicles 역대하�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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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What does God’s willingness to forgive Manasseh tell you about God’s willingness to  

     forgive you?  하나님께서 므낫세를 기꺼이 용서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꺼이  

     용서하시기 원하시는 것에 대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Even though Manasseh personally repented at the end of his long reign, the moral and spiritual 

damage under his leadership had corrupted the nation. The rich and powerful oppressed the poor 

and weak. The people had become murderers, thieves, adulterers, and perjurers who regularly 

worshipped other gods. 오랜 통치 말년에 므낫세가 회개 했지만,  그의 통치는 윤리와 영적 피해를 

가져왔고, 그로 인해 국가가 부패하게 되었습니다. 부자와 권세자들은 가난한 자와 약한 자를 

억압하였고, 사람들은 살인자, 도둑, 강간자, 그리고 정기적으로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숭배자로 

변하였습니다. 2  

Manasseh’s grandson Josiah tried to reverse the wrongs his family had done. His reforms affected 

many, including the towns of the northern tribes. But the changes proved to be only outward for 

most people. After Josiah died, the people quickly left God and returned to their old ways. 

Things got so bad that some asked why God allowed this evildoing to go on so long. 므낫세의 

손자 요시야는 그의 가족들의 악행을 돌이키려 했습니다. 그의 개혁은 북쪽 지파의 도시들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의 변화는  단지 외적인 것 뿐이었고. 

요시아가 죽은 후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예전의 삶으로 급속히 돌아갔습니다. 사람들의 악행이 

극심해 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이런 악함을 이렇게 오랫동안 허락하시나 묻기도 

했습니다. 3 

Meanwhile, during Josiah’s reign, the Babylonians had broken free from Assyria’s rule. Not long 

after, Babylon conquered Assyria. The Assyrian Empire was over—the Neo-Babylonian Empire 

quickly expanded.  이때 쯤,  요시아의 통치기간 동안 바벨론 사람들은  앗시리아 (앗수르)에게서 

해방되었고, 얼마 후  바벨론은 앗시리아를 정복하였습니다.  앗시리아 왕국이 끝나고 신바빌론  

왕국이 신속히 확장되었습니다. 

The last page of this chapter has a timeline of Judah’s final years. Take a look at it before going 

to the next question. 다음 질문으로 가기 전에, 이번 과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유다의 마지막 시대의 

연대를 보십시요. 

 

3. In the passage we just looked at (2 Chronicles 33:10–13),  how was Manasseh’s life 

symbolic of what happened to Judah? 역대하 33:10 절을 볼 때, 어떤 면에서 므낫세 왕 

생애가 유다에게 있었던 일을 상징적으로 나타냅니까? 

 

                                                           
2
�Jeremiah�예레미야�7:59.�

3
�Jeremiah�12:1;�Habakkuk�1:24.�When�God�told�Habakkuk�that�he�was�about�to�send�Babylon�as�punishment,�

Habakkuk�initially�argued�passionately�against�this,�but�then�came�to�trust�God’s�bigger�plan�to�stop�wickedness.�

예레미야 12:1.�하박국 1:2-4.�하나님께서�하박국에게�그가�징벌로서�바벨론을�보낼�것이라고�말씀하셨을�때,�하바국은�

처음에는�열정적으로�하나님께�그�계획에�대해�반박하였습니다.�그러나�그는�나중에�하나님께서�악을�중단하시려고�세우신�

더�큰�계획을�신뢰하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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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날,�Ezekiel�에스겔�Pages 234–237 
 

Ezekiel had spent 30 years preparing for the priesthood, and he was finally at the age in which he 

could serve. Then life suddenly changed.   에스겔은 30 년 동안 제사장 직분을 위해 준비했고,  

마침내 그 직분을 섬길 수 있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삶은 갑작스럽게 변화했습니다.  

Nebuchadnezzar, the king of Babylon, had put Judah under his empire’s control eight years 

earlier, while allowing it to remain a nation. He’d taken royalty, military, and craftsmen as 

captives to Babylon. One of the exiles, Daniel, was now well known for his righteousness and 

ability to interpret dreams. 바벨론 왕 느브갓네살은 8 년 전에 유다를 자신의 지배 하에 있게 

하였는데,  그는 동시에 유대가 한 나라로 남아 있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4   그는 유다 사람 중에서 

왕족, 군인, 기능공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포로들 중에 한 사람인 다니엘은 그의 

의로움과 꿈 해석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5 

Then Judah’s king rebelled against Babylon. Nebuchadnezzar returned to Judah, replaced the 

king, and took more captives, including Ezekiel.  그후에 유다의 왕은  바벨론에게  반역을 

하였습니다.  느브갓네살은 유다로 다시 돌아와 왕을 교체하고 에스겔을 포함하여 더 많은 포로를 

데리고 갔습니다.  

Ezekiel’s profession was useless in his new country. But God gave him a new purpose: 

proclaiming God’s words as a prophet. 에스겔의 직업은 새로운 나라에서는 소용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셨습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4. (a) How did God describe the people to whom he was sending Ezekiel (Ezekiel 2:3–4)?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나요( 에스겔 2:3-4)? 

(b) What did God tell Ezekiel not to fear (2:6)?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요? (2:6) 

 

5. Check the box that best describes Ezekiel’s responsibility, according to Ezekiel 2:7: 

에스겔 2:7 에 근거하여,  에스겔의  책임을 가장 잘 설명한 곳에 표시하세요.  

c Speak in such a way that no one gets angry or hurt  

     아무도 상처를 받거나 화나지 않도록 말하기 

c Hint at what God says, so you can deny your meaning if someone gets mad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암시적으로 말함으로써, 누군가가 화를 내면 자신이 의도하는  

    것을 부정하기 

                                                           
4
�Judah’s�kings�became�vassals�of�Nebuchadnezzar,�paying�tribute�and�sending�troops.��유다의�왕들은�

느브갓네살의�부하�(신하)가�되어서,�그에게�조공을�드리고�군대를�파견하였습니다.�
5
�Ezekiel�14:14,�Daniel�2.�We’ll�read�more�about�Daniel�next�week.�에스겔 14:14,�다니엘 2.�다니엘에�대해서는�다음�

주에�더�많이�읽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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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peak such persuasive words that everyone listens and repents  모든  자가 듣고 

    회개하도록 설득력 있는 말로 말하기 

c Speak only to those who want to listen  

    듣기 원하는자들에게만 말하기 

c Speak what God says no matter what the reaction  

    반응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말하기 

 

Jesus said, “If your brother sins against you,  go and show him his fault, just between the two of 

you. If he listens to you, you have won your brother over.” Our motivation should be love. But 

having loving intentions doesn’t mean our hearers will always respond well.  Jesus’ words were 

motivated by love, yet some of his hearers were so angered they killed him.  예수님께서는 “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6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의 의도를 

가진다해서 항상 상대방에게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랑에 의해 

말씀하셨지만,  듣는 자 중 일부는 매우 분노하였고 그래서 그를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6. (a) Which of the responsibilities above do you usually feel most burdened by when you 

      need to talk to someone who has done something wrong? Why?   

      당신이 어떤 잘못을 범한 한 사람과 이야기 해야 할 경우, 위에서 나열했던 책임들 중  

      어떤 점이 가장 부담스럽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b) According to God’s instruction, should Ezekiel feel bad about himself if people 

     responded angrily, cried, didn’t listen, or didn’t do what he said? Why or why not? 

     에스겔이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만일 사람들이 화를 내며,   

     소리 지르고, 그의 말을 듣지 않고, 또 그의 말대로 행하지 아니했다면, 에스겔이 그  

     자신에 좋지 않은 감정이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면, 왜 그렇지 않았을까요?  

(c) Should you feel bad about yourself if you’ve spoken to someone truthfully and in love,  

      but they become angry? Is this hard for you?  만약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진심과  

     사랑으로 이야기 했는데 그 사람이 분노했다면, 당신의 기분을 나쁠까요? 이것은  

     당신에게 어려운 일일까요?  

�

세째�날,�Jeremiah 예레미야�Pages 237–240 

More than any other prophet, Jeremiah recorded his feelings, shortcomings, and personal 

conversations with God, giving us an intimate look into what it was like to be a prophet during 

difficult times.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도  예레미야는 그의 감정, 약점 , 그리고, 그의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대화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려운 시기에 선지자가 어떠했을 것이라는 것을 

                                                           
6
�Matthew�18:15.�마태복음�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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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이에서 볼 수 있게 합니다.  

 

7. (a) When did God first know Jeremiah and appoint him as a prophet (Jeremiah 1:5)?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언제 처음 아셨고, 선지자로 임명하셨나요 (예레미야 1:5)? 

(b) How did Jeremiah respond to God’s call (1:6)?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하였나요 (1:6)? 

(c) What did God then tell Jeremiah (1:7)?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나요? 

 
8. (a) Do you believe God equips those he calls? How should that belief affect your actions?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를 준비시킨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당신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b) When God is calling you to do something, do you tend to hesitate? Why?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위해 당신을 부르셨을 때, 당신은 주저하는 편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 

(c) In what ways do God’s words to Jeremiah apply to you?  How can you move 

     forward where God wants you to go? 어떤 면에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적용됩니까?  어떻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으로 가길 원하시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Jeremiah began prophesying shortly after the godly King Josiah began his reforms. Through 

Jeremiah God told the people that they needed to change their ways if they wanted to stay in the 

land. They were breaking God’s laws and then going to the temple with sacrifices, thinking that 

kept them safe from God’s punishment. That, God said, was treating the temple as if it were a 

robbers’ den—a place to go to escape consequences so they could continue their wrongdoing. 

They were trusting lies.  경건한 왕인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언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 만일 그들이 계속해서 그 땅에 남아있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그들의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고.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행동이 

바로 그들이 성전을 도둑의 소굴로 여기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성전은 그들이 심판을 피하기 

위해 가는 곳으로서 그들은 그곳에 감으로 악행을 계속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믿고 있었습니다. 7   

Josiah listened to God’s prophets and responded well to them. It was a good way for Jeremiah to 

begin his ministry and gain confidence and courage.  요시아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의 말을 들고, 

그들에게 바르게 반응했습니다.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사역을 시작하는 좋은 방법이었고, 

그가 확신과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7
�Jeremiah�7:311.�예레미야 7: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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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 How did God describe the strength he would give Jeremiah (Jeremiah 1:18)? Why did  

     God  equip Jeremiah in this way?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줄 강함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계십니까? (예레미야 1:18)?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를 이런 방식으로  

     준비시켰을까요?  

(b) What did God warn was going to happen (1:19)?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하고 계십니까? (1:19) 

(c) What did God promise to do (1:19)?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d) Describe a way God has strengthened you for serving in your family, profession, or  

     ministry. 당신이 가정, 직장, 또는 사역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을  

    강하게 만드셨는지  묘사해 보십시오.  

 

넷째날,�종말이�다가옴��The�End�Comes���Pages 241–245 

 

Josiah’s reforms died with him. The people had outwardly conformed, but their hearts were 

unchanged.  요시아의 개혁은 그의 죽음과 함께 끝났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따라는 것 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Many people didn’t like the true prophets’ unpopular messages and listened only to false 

prophets who told them what they wanted to hear: that they would have peace. They persecuted 

and even killed prophets to shut them up. God had promised Jeremiah that no one would kill 

him. Even so, Jeremiah was mocked, cursed, threatened, beaten, put in stocks, imprisoned, 

thrown into a dungeon, and dropped into a muddy cistern where he was left to die.  

많은 사람들은 진실한 선지자들의 귀에 쓴 메세지를 좋아하지 않았고, 그들은 평안할 것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것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기울였습니다. 8  그들은 

선지자들이 말하지 못하도록 핍박하였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9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지 못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10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조롱과  모욕을 

당하고, 협박받고, 매받고, 옥에 갇히고, 지하감옥에  던져지고, 그리고, 거기서 죽도록 진흙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11   

  

3. Sometimes we think if we encounter difficulties in ministry, we must be out of God’s will. 

What can we learn from the hardships Jeremiah endured? 가끔 우리는 사역 가운데 

어려운일에  직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레미야가 견디어 낸 

고난을 통해서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8
�Jeremiah 예레미야 5:31;�6:1315;�14:1415;�23:1417;�27:9:10;�29:89;�Ezekiel�에스겔�13:123.�

9
�Jeremiah 예레미야 26:2023.��

10
�Jeremiah 예레미야 1:8.��

11
�Jeremiah 예레미야 11:1823;�15:10;�20:2;�20:78;26:8;�33:1;�37:1516;�3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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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the people rejected the prophets’ call, Ezekiel saw another amazing vision. This time he saw 

the glory of the Lord depart from the temple.  사람들이 선지자들의 호소를 외면한 후에 에스겔 

선지자는 또 다른 환상을 보았습니다. 이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12  

Judah’s last king, Zedekiah, was young, weak, and uncertain. His officials had told him Jeremiah 

deserved death because he was “not seeking the good of these people but their ruin.” Zedekiah 

asked Jeremiah for advice, but didn’t follow it because he feared his officials, even though 

Jeremiah assured him that God promised to protect him—if he would just obey. 유다의 마지막 막 

왕 시드기야는 어리고, 약했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의 신하들은 예레미야가 “이 백성들을 위한 

좋은 것을 구하지 않고, 패망을 구했기”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13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조언을 구했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그가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 주실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음에도 불구하는 시드기야는 그의 

신하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14  

   

4. (a) What happened to the temple (2 Kings 25: 9)?  

    성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열왕기하 25:9)?  

(b) What happened to the walls that protected Jerusalem (25:10)?  

     예루살렘을 보호하던 벽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5:10) 

(c) What happened to the people (25:11)?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5:11)? 

(d) Who was left (25:12)? 누구가 남겨졌습니까? (25:12) 

 

5. (a) Explain why Zedekiah’s officials were wrong about Jeremiah. 

     왜 시드기야의 신하들이 예레미야에 게 나쁘게 행했는지 설명해 보세요.   

(b) Prayerfully consider if there are any commands in the Bible you may be ignoring  

     because you  think obeying them would harm rather than help you (for example, the  

     Bible tells us not to lie, but sometimes people think being truthful will get them in hot  

     water).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십시요.  당신이 순종한다면  당신에게 도움이 되기  

    보다  손해가 될 것 같아서 일부러 무시했던 성경의 명령들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어,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는데, 종종 사람들은 진실하게 되는 것이 그들을  

    곤경에 빠뜨리리라 생각합니다.) 

  

Jeremiah stayed in Jerusalem to help the few who remained. Despite having been mocked and 

persecuted, Jeremiah loved God’s people and wrote lamentations to help them grieve.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남겨진 몇몇  소수의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모욕당하고, 핍박당했음에도 

                                                           
12

�Ezekiel�에스겔 10:18.�
13

�Jeremiah�예레미야�38:4.�
14

�Jeremiah�예레미야 38:1427.��



                                  
��������������������������하나님�이야기,�나의�이야기,��그리고,�우리�이야기…�����������������������������������������������������������잃어버린�영혼을�찾아서…�

 

제 17과�왕국의�멸망���8 | P a g e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들과 같이 슬퍼하기 위해 예레미야 애가15를 

지었습니다.  

  

6. (a) How did Jeremiah weep with his people (Lamentations 1:1–2)?  

     어떻게 예레미야는 그의 백성들과 같이 울며 슬퍼했습니까? (예레미야애가 1:1-2) 

(b) The New Testament tells us to “mourn with those who mourn.”16 Why is it important  

     to acknowledge pain and sorrow before offering advice? 신약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충고 하기에 앞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을  

     인정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c) What can we learn from Jeremiah about loving those who have mistreated us?  

     예레미야를 통해 우리는 우리에게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Jeremiah knew what it was like to suffer. He shared what he had learned with those he sought to 

comfort. 예레미야는 고난을 겪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았습니다.  그는 그가 배운 것을 위로를 구하는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7. (a) Jeremiah said he called to mind what he knew about God. Doing that gave him hope.  

     What did Jeremiah call to mind (Lamentations 3:22–26)? 

     예레미야는  그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묵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무엇을 묵상하고 기억했습니까? (예레미야  

     애가 3:22-26)  

(b) When we’re caught in times of sorrow and pain, why is it important to actively call to  

      mind what we know about God?  

      우리가 슬픔과 고통의 시간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이 왜 중요 할까요?  

(c) What do you most need to call to mind today? 오늘 당신이 가장 기억하고 묵상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섯째�날,�소망�Hope��Pages 245–247 

After Jerusalem fell, God comforted the people through Ezekiel. 예루살렘이 무너진 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사람들을 위로하셨습니다.  

 

8. (a) What message of hope did Ezekiel bring (Ezekiel 36:33)?  

      에스겔은 어떠한 소망의 메세지를 전했습니까 (에스겔 36:33)? 
                                                           
15

�Think�of�a�country�Western�song�describing�a�hurting�heart�to�listeners�experiencing�similar�hurts.��컨트리�송이�

상한�심령을�표현하면서,�듣는�이들로�하여금�동감�하게�하는�것을�생각해�보십시오�
16

�Romans�로마서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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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hat would the nations then know (36:36)? 그러면 여러 민족들을 무엇을 알게 될  

      것이었습니까? (36:36)  

(c) Describe how God has used a loss or “exile” in your life to purify you and develop  

     godly character so that those who know you can see God’s hand in your life. 

     어떻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 속에서  손실 또는 “유배” 같은 것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삶을  정결하게 하셨고, 경건한 성품을 계발시킴으로 인해 당신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되었는지 설명해 보세요.  

 

God punished the Israelites to purify them, not to destroy them. After the second deportation—

the one that included Ezekiel—Jeremiah wrote a letter to encourage the exiles. He told them they 

would be exiled seventy years and then would return. He gave them this assurance from God: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은 그들을 정결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번 째 유배 – 에스겔이 이 때 

유배됨 – 이후 예레미야는  쫓겨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편지를 하나 썼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그들이 포로가 된 지 70 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확신을 다음과 같이 주었습니다. “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17   

 

9. Is there an area life in which you now feel desolate? Or do you feel as if you’re in an 

“exile” right now? What words of hope can you take from the Israelites’ experience? 

What hope can you remember for future times of difficulty? 지금 당신이 생각하기에  

황폐하게 느껴진 삶의 부분이 있습니까?  또는 당신은 마치 지금 유배당하고 있는 듯합니까? 

이스라엘의 경험으로 부터 어떤 소망의 말씀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다가 올 어려운 

시간을 위해 어떤 소망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17

�Jeremiah�예레미야 29:11.�

하나님의  이야기(U PPE R  S TO RY )  

: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야기(하늘)  

나의  이야기  ( LOWER  S TORY )   

:  하나님의  사랑에  믿음으로  반응해야하는  나의  이야기(땅)  

우리의  이야기  (T4T )  

:  내가  믿고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이야기(전도)    

“ T H E � S T O R Y ” � � S M A L L �G R O U P �교재 � �

� � � � � � � � � : �하나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 � (하 .나 .우 . ) �
W R I T T E N � B Y � J E A N � E . � J O N E S �@ 2 0 1 2 � �

�번역 B Y �훈련부 �번역팀 �@ 2 0 1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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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line:�The�Kingdoms’�Fall�(655570�BC)��시간표:�왕국의�멸망�(서기�655-5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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