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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thank Dr. Stohry so much for his wonderful expository preaching on the first 
part of Genesis 31 this morning. 오늘 아침에 창세기 31장 첫부분에 대해 멋진 강해설교
를 해 주신 스토리 박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Now I would like to ask you 5 questions about this sermon titled “Jacob and his 
family flee from uncle Laban.”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이 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치다“라
는 오늘 설교에 대해 5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Before we get started, I want to say a good news to you.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먼저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These five questions are not difficult to answer. 이 다섯 가지 질문은 어렵지 않습니다.

So if you would think you get all right answers, please come to me after the 
morning service 만일 모든 질문에 정확히 대답했다고 생각하시면, 오전 예배 후에 제게 오
시기 바랍니다.

Here we go. 시작합니다.

1) How many times did Laban change the wages of Jacob? 라반이 야곱의 임금을 몇 
번이나 바꾸었습니까?

Yes, 10 times according to Jacob’s testimony. 예, 야곱의 간증에 의하며 10 번입니다.

2) What is the name of the place where Jacob anointed the pillar and vowed a vow 
unto God? 야곱이 기둥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맹세를 했던 곳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Yes, it is Bethel which means “House of God.”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의 
벧엘입니다.

3) Who did steal the images of Laban? 라반의 형상들을 훔친 사람은 누구입니까?

Leah or Rachel? 레아입니까 아니면 라헬입니까?

Yes, Rachel stole the images of her father. 네, 라헬이 아버지의 형상들을 훔쳤습니다.

By the way the images are idols or household gods. 그런데 형상들이란 우상들 혹은 집
안에 놓아두는 신들입니다.

4) Why did Rachel steal the images or idols of her father Laban? 라헬은 왜 아버지 
라반의 형상들 혹은 우상들을 훔쳤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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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are a few theories regarding why Rachel stole her father Laban’s idols.
라헬이 아버지의 우상들을 훔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First, she was an idol-worshipper herself. 첫째, 그녀 자신이 우상 숭배자였다는 이론.

Second, she disapproved of her father’s idol worship and wanted to help prevent 
it. 둘째, 그녀는 아버지의 우상 숭배가 싫어서 그것을 못하도록 도우려고 했다는 이론입니다.

One reason that the idol worshippers kept these idols apparently was that they 
believed they could reveal secrets and coming events. 우상 숭배자들이 이런 우상을 간
직하는 한 이유는 그것들이 비밀들과 다가오는 일들을 알려 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So, it is quite possible that Rachel took these images so that Laban could not 
appeal to them to reveal where she and Jacob had gone. 
그래서, 라헬이 이 형상들을 가져감으로써 라반이 그녀와 야곱이 어디로 도망갔는지를 우상에
게 물을 수 없게 하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5) What does the “idol worship” mean? “우상 숭배”란 무엇을 뜻합니까?

In other words, what is the definition of idolatry?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Let’s take a look at the slide. 슬라이드를 보시기 바랍니다.

(Colossians 3:5) “Mortify therefore your members which are upon the earth; 
fornication, uncleanness, inordinate affection, evil concupiscence, and 
covetousness, which is idolatry:”
(골로새서 3:5)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
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Covetousness is idolatry! 탐욕은 우상 숭배입니다!

So, idolatry starts in the heart: 탐욕은 마음 속에서 시작됩니다.

Craving, wanting, enjoying, being satisfied by anything that you treasure more 
than God. 갈망, 바램, 향락, 당신이 하나님 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그 어떤 것으로 만족을 
느끼는 것.

That is an idol. 그것이 우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