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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ge for To One Another

Footpath
(길가)

Rocky soil
(돌밭)

Among thorns
(가시덤불)

Fertile Soil
(좋은 땅)

Heart of Young Adults ‐ How is yours?
청년들의마음 –당신의마음은어떠신가요?

Mark (마가복음) 4:3‐9



Luke (누가복음) 14:25‐27

25 A large crowd was following Jesus. He turned around and 
said to them, 26 “If you want to be my disciple, you must 

hate everyone else by comparison—your father and 
mother, wife and children, brothers and sisters—yes, even 
your own life. Otherwise, you cannot be my disciple. 27 

And if you do not carry your own cross and follow me, you 
cannot be my disciple.

25많은 군중이 예수님과 함께 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26“누구든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아내와 자녀와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27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사람도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Matthew (마태복음) 8:19‐22

19 Then one of the teachers of religious law said to him, 
“Teacher, I will follow you wherever you go.” 20 But Jesus 

replied, “Foxes have dens to live in, and birds have nests, but 
the Son of Man has no place even to lay his head.”

21 Another of his disciples said, “Lord, first let me return 
home and bury my father.” 22 But Jesus told him, “Follow me 

now. Let the spiritually dead bury their own dead.”
19그때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였다. 20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21그러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먼저 가서 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하였다. 22그러나 예수님은

그에게 “죽은 사람의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치르게 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다.



John (요한복음) 6:60, 66

60 Many of his disciples said, “This is very hard to understand. 
How can anyone accept it?”…66 At this point many of his 

disciples turned away and deserted him.

60이 말씀을 듣고 여러 제자들이 “이것은 정말 어려운 말씀이다.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며 수군거렸다. … 66이

말씀을 듣고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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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n’t copy the behavior and customs of this 
world, but let God transform you into a new 

person by changing the way you think. Then you 
will learn to know God’s will for you, which is 

good and pleasing and perfect.
여러분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 Romans (로마서) 12:2



Gospel 102 ‐ Commitment of those that accept the Gospel
복음 102 – 복음을 받아드린 사람들의 결심

Because of God’s grace, Jesus took the charges of our sin. As a 
result, we can enjoy a rich relationship with God. He will be 

with us and give us guidance.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풍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The Gospel (good news) may actually be offensive and foolish
복음 (좋은 소식)을 자세히 보시면 받아드리기 힘들고 어리석을 수 도 있습니다
The message of the cross (Gospel) is foolish to those who are headed for destruction! 

But we who are being saved know it is the very power of God.
십자가의 진리가 (복음은)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1Corinthians (고린도전서) 1:18



Gospel 102 ‐ Commitment of those that accept the Gospel
복음 102 – 복음을 받아드린 사람들의 결심

Because of God’s grace, Jesus took the charges of our sin.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받으셨습니다.

Commitment (결정):
Acceptance of the grace (gift) – Let go of your sins (past) to 
Jesus and commit to no longer live the life of sin

그 은혜를 (선물을) 받아 드려야 됩니다 – 과거의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 놓고, 죄 안에서 살지 않기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Gospel 102 ‐ Commitment of those that accept the Gospel
복음 102 – 복음을 받아드린 사람들의 결심

As a result, we can enjoy a rich relationship with God.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풍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Commitment (결정):
Be in a relationship (repentance) – no longer walking on your 
own, but walking with Him in full faith

관계를 맺으세요 (회개) – 혼자 삶을 걸으시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며 움직이세요



Call to Obedience and Repentance
순종과 회계의 부름

Shub (Old Testament)

to turn back, return
Turning from sin to God;
Leaving from all 
entanglements and return 
to righteousness;
Complete change of heart; 
heart transformation

다시 돌아간다, 죄에서 돌며
하나님에게 간다.
모든 묶임을 떠나며 의로
돌아온다. 완전한 마음의
변화.

Metanoeo (New Testament)

to change one’s mind or purpose

Added concept of changing from 
existing position – change of will, 
purpose, thoughts, feelings

생각이나 삶의 목적을 바꾼다.
추가 뜻 – 전에 굳어져 있던 것을
바꾼다 – 뜻, 목적, 생각, 느낌



Luke (누가복음) 9:23‐25
Let go, and Let God = Acceptance

23Then he said to the crowd, “If any of you wants to be my 
follower, you must turn from your selfish ways, take up 

your cross daily, and follow me. 24If you try to hang on to 
your life, you will lose it. But if you give up your life for my 
sake, you will save it. 25And what do you benefit if you gain 

the whole world but are yourself lost or destroyed? 
23그러고서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24자기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며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25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거나
빼앗기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Gospel 102 ‐ Commitment of those that accept the Gospel
복음 102 – 복음을 받아드린 사람들의 결심

He will be with us and give us guidance.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Commitment (결정):
Follow (obedience) – as the Lord of lords provides us with 
guidance, we must be quick to follow

따르세요 (순종) – 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긴급하게 움직입시다



The Gospel ‐ Summary
복음 ‐ 요약

Because of God’s grace, Jesus took the charges of our 
sin. As a result, we can enjoy a rich relationship with 

God. He will be with us and give us guidance.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풍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Commitment of True Believer (예수님의 제자들의 결정)
Acceptance, Repentance, Obedience

받아드림, 회개, 순종



Footpath
(길가)

The Word cannot get in
말씀이 들어 가지 못합니다

Hardened Heart
굳어진 마음

Not Receptive!
1. Those lacking followership. Those that are 

unable to listen.
따르는 것을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2. Those that are self-focused (selfish) and 
not open to God or others. Those that 
believe they are always right.
자신만을 생각하며 서로에게 마음이 다쳐 있는
사람. 자신 만이 맞는다고 생각하는 사람.

3. Church-goers not growing in relationship 
with God and others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과 서로와 자라지 않는
사람

The only cure: Smashing
오직 치료 방법: 깨뜨림



Rocky soil
(돌밭)

Shallow Heart
얕은 마음

1. Emotionally driven
(감정으로 사는 사람)

2. Does not count the cost –
burns out and fades away
(계산을 하지 않는 사람 – 일하다
힘들어져서 떠나가는 사람)

3. Superficial heart - rushes 
without commitment
가짜의 마음 – 결정이 (하겠다는
헌신) 없이 급하게 움직인다

The only cure: Tilling
오직 치료 방법: 배양함

The Word cannot take root
말씀이 뿌리를 잡지 못합니다



Among thorns
(가시덤불)

The Word is accepted like everything else
말씀이 다른 것들과 다르지 않게 받아집니다

1. Worried/burdened/jumpy/insecure/ 
unable to rest
걱정이 많고, 짐이 무겁다고 생각하며, 
이것 저것에 돌아다니며, 마음이 안정하지
않으며, 쉬지 못하는 사람The only cure: Death

오직 치료 방법: 죽음

Busy Heart
바쁜 마음

2. Goal/success-driven
성공 목적이 강한 사람

3. Need to be accepted by 
others, to be popular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



Fertile Soil
(좋은 땅)

The Word regenerates the soul (growth)
말씀이 혼을 갱생시킵니다 (자랍니다)

1. Able to hear and discern the Word of 
the Lord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

2. Obediently follows
순종하며 따르는 사람

Fluid Heart
유동체 (물 처럼 흐르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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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rt of Young Adults ‐ How is yours?
청년들의마음 –당신의마음은어떠신가요?

Mark (마가복음) 4:3‐9



Discussion Questions

1. Which soil do you believe many young adults remain in? Why? 
많은 청년들은 어떤 땅에 머무른다고 생각하시나요? 왜 그럴까요?

2. Which soil do you believe you are in? What keeps you there? 
Which of these are hard for you: Acceptance, Repentance, 
Obedience?
당신은 어떤 땅에 있다고 생각하나요? 당신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에게 이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힘든가요: 받아드림, 회개, 순종?

3. What can you do to have a heart that produces 30, 60, 100‐fold 
gain for your life?
당신은 어떻게 해야 30, 60, 100배로 얻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