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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에서 장을 다 보시고 카트를 제자리에 돌려 놓습니까? 아니면 파킹장에 그냥 놔 두십니까? 집에 있는 물건 

 중에 반품해야 하지만 돌려주기가 귀찮아서 혹은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어 아직도 놔 둔것이 있나요?

2. 성경에 계보(족보)가 많이 기록되어있습니다. 영적인 계보, 신앙의 족보를 생각해 보면 당신의 신앙을 어디까지 찾아

 가실 수 있나요? 구원의 복음의 메세지가 당신에게 오도록 전도하신 그 분들이 생각나시나요? (고전 15:3; 딤후 1:5)

3. 우리 삶에서 여호와께 돌아가야 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해야합니까?

 a. 영적으로? (약 4:8)

 b. 가정에서? (행 16:31)

 c. 일터에서? (골 3:23)

 d. 교회 봉사에서? (벧전 4:10)

4. 성경에서 이웃하고 먼저 화해하고 주님앞에 예배자로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5:24) 용서와 화목을 가져야 할 분이 

 있나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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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턴과 리턴  스가랴 1:1-6



Apply to Life1. Are you one of those who return the shopping cart back to the rack or do you leave it in the parking 
 lot? What items do you still have at home because it wasn’t worth returning back to the store?

2. The Bible has many records of genealogies. Aside from our family genealogy, there is a spiritual 
 genealogy. How far back can you trace your spiritual growth? Who do have to thank on earth in 
 order that the Gospel message of salvation came to you? (1 Cor. 15:3; 2 Tim. 1:5)

3. Which area of your life do you need to “return” to God? In what ways?

 a. Spiritually (James 4:8)

 b. Family (Acts 16:31)

 c. Work, Business, Career (Col. 3:23)

 d. Church Service (1 Pet 4:10)

4. The Bible teaches that we are to reconcile with others before coming back to worship of God. 
 (Mt 5:24) Who are the people with whom you need to have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Please pray for them.

<Song in Response: Love Never F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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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urn & Return   Zechariah 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