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3.27 새벽기도회 말씀   대전한빛감리교회  백용현 담임목사

여호와께 돌아오라

1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2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 

주리라 하시기로 
3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녹로로 일을 하는데 
4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

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5  그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6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_예레미야 18장1~6절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유다가 멸망하던 시절,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라의 국운이 하나

님께 달렸으니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선포한 예언자였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께서 예레미

야를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내어 토기장이가 진흙을 빚는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남유다를 빚어가고 계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1. 토기장이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녹로로 일을 하는데 _렘 18:3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듯이 남유다가 멸망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

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

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의 눈 들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

라보길 축원합니다.

2. 토기장이는 자기 뜻대로 그릇을 만듭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_렘 18:4



오늘의 기도제목 (각자의 자리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도록     

- 신천지로부터 교회가 지켜지도록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

른 그릇을 빚었다. _렘 18:4(새번역)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들다가 뜻대로 안 되면 그 그릇을 버리고 다른 그릇

을 만듭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토기장이의 손에 

그릇의 운명이 달린 것처럼, 애굽에서 종 되었던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

하신 하나님의 손에 이스라엘의 운명이 달린 것입니다. 6절을 보면 “너희가 내 손에 있

느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교

만함을 내려놓고 여호와께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3. 하나님은 백성들이 악에서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7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8 만일 내가 말

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

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_렘 18:7~8

 

하나님의 뜻은 멸망이 아닙니다. 교만함을 버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다시 

일으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회복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

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지금 우리는 다른 것을 해야 할 때가 아니라 여호와

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온 인류에게 재앙이 임하였는데, 피해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여호와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

십니다. 토기장이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여호와께로 돌

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겸손히 무릎 꿇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