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순모임: 곡선 길에서 만나는 하나님
Family small group: Meeting God on the Crooked Path
전도서 Ecclesiastes 7:13-14
누구나 직선으로 난 길을 원하지만 인생에는 곡선 길도 있기 마련입니다. 직선 길은 편하
고 성공처럼 여겨지고, 곡선 길은 불편하고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는 길입니다. 그러나 하
나님은 곡선 길을 통해 찾아오실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은 광야 40년의 곡선
길, 요셉이 겪었던 곡선의 인생,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곡선 같은 인생에 대한
전도자의 지혜를 들어보기 원합니다. We all desire a straight path, but life is
crooked. A straight path is comfortable and can be perceived as a success. A
crooked path is uncomfortable and filled with twists and turns. There are many
times when God meets us on a crooked path. The same was true for the
40-year crooked path of the Israelites, the crooked road of Joseph’s life and for
the life of the Apostle Paul. Let us hear what the evangelist says on the
matters of the crooked path of life.

1. 13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
겠느냐? 내 인생 길에 생각이나 계획과 다르게 굽은 길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때
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굽은 길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친 것은 어떤 것입니
까? Verse 13, “Consider the work of God: who can make straight what he
has made crooked?” Have you experienced a crooked road in life that takes
you away from your plan? How did you feel? What was God teaching you
through that moment?

2. 14절,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 보아라. 곤고한 날에 삶을 되돌
아 보면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내 인생에 가장 곤고한 날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곤고한 날을 이겨내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Verse 14,
“In the day of prosperity be joyful, and in the day of adversity consider-.”
Think back to the worst moments of your life. When we look back on those
days of adversity, were there any blessings in disguise? How does our faith
and trust in God help us overcome difficult days?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걱정과 두려움에 싸여 있습니다. 온 가족이 이럴 때 위
축되지 않고 더욱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바이러스의
확산과 확진환자가 멈추도록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The entire world is
paralyzed by anxiety and fear of the coronavirus. Pray that your family will
not be intimidated by this virus but actively seek a deeper relationship with
God. Take some time to pray for the state of the world and for the healing
of those infected with the virus.

* 가스펠 프로젝트 질문 Gospel Project Questions
1.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어떻게 증명해 보이셨나요? 경험
을 나누어 보세요. How did God show his unfailing faithful love to you? Share
your personal experience.

2. 룻은 나오미와 함께 있고자 엄청난 희생을 감수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서로를 위해 무
엇을 희생하나요? It required Ruth to take a huge sacrifice in order to stay
with Naomi. What are some things we as family sacrifice for each ot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