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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M  G R O U P  
약 8 명의 인원으로 구성 된 이 모임은 ‘KM’이란 이름으로  

교회내 한국어를 편히 사용하는 분들로 연령,성별 등에 

상관없이 구성되어 있다. KM 모임에서 2019 년 5 월 25 일,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 오디오 자료 경청하는 것이 

시작되었다. 첫 모임에서 서로 쉐어하는 과정에 긍정적인 

피드백이 생겨, 그 후로 매주 수요예배 후 꾸준히 모여 

경청하고 있다. 

R E P O R T  
소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소중한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소원하던 아들이 그에게는 우상이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의 가장 높은 

자리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계심을 알 수 있었다. 

사랑 

야곱은 라헬이라는 우상을 섬겼다. 그는 그 우상을 얻는 다면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야곱은 우상에 
빠져서 라반의 속임수에 넘어가기까지했다. 반면 레아는 진정한 

신랑으로 하나님을 맞이하였다. 

돈 

삭개오는 모두가 멸시하는 세리의 세리장이었다. 그는 왜 세리장이 
되었을까? 바로 돈에 매혹 되었기 때문이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다. 그리고 그는 돈으로부터 해방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성취 

당대 최고의 성취를 이룬 나아만이라는 아람의 군대 장관이 
등장한다. 나아만은 많은 성취를 하였으나, 피부병으로 그의 모든 
것이 무너져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엘리사 선지자는 매우 쉬운 
명령을 내렸고, 나아만의 세계관이 흔들린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만을 바라보기 원하신다. 

권력 

BC 6 세기 최고의 권력자인 느부갓네살 왕은 두려움과 불안에 
시달렸다. 느부갓네살 왕의 꿈으로 인한 일들은 더욱 그의 상태를 알 
수 있다. 그의 권력 아래에서 그 어느 누구도 그의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지 못했다. 하지만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은 그의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 있었다. 

 

F E E D B A C K  
이 책은 내삶에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을 

나에게 대면하게 해준다.<참여맴버 1> 
 

복음을 믿으면 성령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우리 마음속에 실제하게 

하신다.<참여맴버 2> 
 

우상 숭배를 퇴치할 수 있는 묘약을 

받았다.<참여맴버 3> 

내  개 인 적 으 로  
나의 우상은 무엇인가? 

이 책을 통해 나는 무거운 짓눌림을 

계속해서 받았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많기에 이 책을 들을 때마다 나를 무겁게 

한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모두 포기 해야하는가? 

이 의문이 계속 나를 무겁게 하였다. 

그러나 무조건 그렇지는 않다. 이 책은 

나에게 다음의 이것을 알려주고 있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일 수록 나의 우상이 

되기 쉽다고 말이다. 그리고 위의 말을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 아래와 같이 

이해하게 되었다.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하는 부분에서 

나의 헷갈림과 무거움이 해결되었다.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여 이삭이 그의 

우상이 아님을 확인하셨다. 이 뜻은 

이삭을 좋아하면 안된다는 것이 아니다. 

단지 나의 위 , 최고의 자리에는 

하나님만을 모셔야한다는 것이다. 

지금 그 자리에 무엇이 있는가? 

 

이 부분들은 KM Group 모임에서 

맴버들과 쉐어 중에 떠오르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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