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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새벽예배 설교: 한 홍 목사
매주 화~토 6:20am
새로운교회 (컨벤션홀)

QT칼럼 2022.4

“코로나가 생각케 해 준 죄에 대한 소고 (小考)”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저는 이것이 인간의 죄를 상징하는 영적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코로나 발단부터 살펴보면 인간의 잘못에 기인
한 탓이 큽니다. 야생동물과 인간은 엄연히 경계선을 두고 살게 하나님
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무분별한 환경파괴로 인하여
그 경계선이 무너지면서 우리도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입니다. 코로나도
그렇지만, 그 이전에 메르스, 에볼라, 사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죄
도 인간이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따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 먹은 데
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 영혼을 죽이는 바이러스가
전 인류에 퍼진 것 아닙니까?
둘째, 코로나는 전염성이 강합니다. 델타나 오미크론 같은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염성이
더 강합니다. 조금만 긴장을 늦춰도 순식간에 퍼집니다. 어디서 걸렸는지 모르게 걸립니다.
자주 접촉하는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걸릴 확률이 더 높습니다. 그냥 주변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전염성이 얼마나 빠르고 강
한지 모릅니다. 죄로 가득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 걸리는지 모르게 죄의
영향을 받고, 생각과 마음이 병들게 됩니다.
셋째, 코로나가 가져온 가장 큰 고통은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어디 가서 앉을 때도 거리를
두고 앉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도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잘 못합니다. 모이
지를 못하니 함께 웃고 울고 할 수 있는 기쁨이 사라져서 모두가 우울증과 외로움을 호소합니
다. 오죽하면 국민 절반이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겠습니까?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만들더니,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거리를 만들었습니
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죄로 인하여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가까워 졌느
니라”고 했습니다.
넷째, 마스크 문화입니다. 코로나로 온 나라가 고생한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서로를 대하는 일에 익숙해져야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불편하던 마스크가 어느새 외출
할 때는 스마트폰과 함께 반드시 집어 들게 되는 생활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쩐지
저는 아직도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우리가 불편해도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코로나를 전염시키거나 전염될 수 있는 위험 때문입니다. 즉, 우리
모두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씀으로써 나를 지키고
상대를 지키자는 것입니다.
그 취지는 알겠지만, 서로 반쪽짜리 얼굴을 대하면서 살아가자니 너무 답답하다는 것이 문제
입니다. 그런데 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
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서로 가면을 쓰고 자신의 속내를 완전히 드러
내지 않으면서 조심하며 살아가는 게 아닐까요? 죄인일수록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거리를 둡
니다. 자기를 지키고 상대를 지킨다는 미명하에 우리는 오히려 더욱 서로를 믿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섯째, 코로나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백신을 맞거나 치료제를 맞는 길 뿐입니다. 마찬가지
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백신 혹은 치료제는 예수님의 보혈 뿐입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
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은혜로 우린 죄에서 구원받습니다.

공 동 체:

코로나로 인해 2년간 온 세계가 정말 죽을 고생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
리 모두에게 코로나와 죄의 상징적 의미를 은연 중에 깨닫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시
간이지만 모두 용기를 내고 이겨냅시다.

전화번호 :

새로운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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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구원의 영광 (벧전 1:10-12)

2 토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벧전 1:13-16)

3 주일

[‘다윗-새벽을 깨운 사람’시리즈 66]

4 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고전 4:1-5)

5 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벧전 1:17-21)

6 수

복음으로 거듭난 형제 사랑 (벧전 1:22-25)

7 목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라 (벧전 2:1-3)

8 금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벧전 2:4-8)

9 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벧전 2:9-10)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 3:1-8)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신 장면 (눅 23:34-38 & 요 19:23-30)

10 주일

[수난주일]

11 월

옥합을 깨뜨려야 할 때 (막 14:3-9)

12 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보혈의

은혜 (롬 3:23-26)

13 수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보혈의

능력 (히 10:19-22)

14 목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보혈의

화평 (엡 2:12-22)

15 금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보혈의

축복 (갈 3:9-14)

16 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보혈의

치유 (벧전 2:24-25 & 약 5:16)

17 주일

[부활주일]

18 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고전 15:20-28)

19 화

선한 행실을 가지라 (벧전 2:11-12)

부활과 성령 (행 2:29-36)

20

수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벧전 2:13-17)

21

목

아름다운 순종 (벧전 2:18-25)

22 금

아내와 남편에게 (벧전 3:1-7)

23 토

하늘의 상급을 이어 받는 삶 (벧전 3:8-12)

24 주일

[‘다윗-새벽을 깨운 사람’시리즈 67] 다윗이 므비보셋을 오해하다 (삼하 16:1-4 & 삼하 19:24-30)

25 월

노하지 말라 (마 5:21-26)

26 화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벧전 3:13-17)

27 수

그리스도의 승리 (벧전 3:18-22)

28

목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벧전 4:1-6)

29

금

이와 같이 행하라 (벧전 4:7-11)

30 토

를 통해
‘새로운 QT’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벧전 4:12-19)

묵상(경건의 시간, QT)이란?
QT는 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2)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3)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 찬양과 기도 |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
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
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
본문 말씀을 2~3회 정도 읽은 후, 특별히 마음에 와 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서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묵상(Medi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 적용하기 |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혹은 격
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적용하고 기록하십시오.
| 기도하기 |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 나눔 |
QT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나의 삶을 순예배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한 순예배 가이드를 참고해서 교재로 순예배를 드리고 나누십시오.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 중보기도란?

4.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1)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외 모든 위정자와 정부 기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섬김의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과 이웃, 사회와 나라,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
도에 포함됩니다.

2) 이 나라에 건전한 경제 질서의 기반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정직과 나눔, 청지기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3)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4) 인터넷, 신문, 방송, TV,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가 진실에 기반을 두도록

* 중보기도의 순서

		 기도합니다.

1. 회개
자신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2.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1)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건강,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2)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1)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순장, 임직자 및 각 사역 팀장님들 위에 말씀과 기도의

5)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경험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6) 부부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 순예배시
* 순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1) 지난주 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2)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빈 칸에 적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1) 선교와 사회참여에 관련해 요청된 기도제목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2)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사역부서들 가운데 매주 부서별로 올라온 기도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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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01

천사들도 살펴보기 원하는 구원의 영광
(벧전 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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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Concerning this salvation, the prophets, who spoke of
the grace that was to come to you, searched intently
and with the greatest care,

11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
고하니라

12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
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
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
요 천사들도 살펴 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It was revealed to them that they were not serving
themselves but you, when they spoke of the things that
have now been told you by those who have preached
the gospel to you by the Holy Spirit sent from heaven.
Even angels long to look into these things.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trying to find out the time and circumstances to which
the Spirit of Christ in them was pointing when he
predicted the sufferings of the Messiah and the glories
that would follow.

8_새로운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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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02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벧전 1:13-16)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13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
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
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
어다

15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But just as he who called you is holy, so be holy in all
you do;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Therefore, with minds that are alert and fully sober,
set your hope on the grace to be brought to you when
Jesus Christ is revealed at his coming.

14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As obedient children, do not conform to the evil desires
you had when you lived in ignorance.

10_새로운 큐티

16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
할지어다 하셨느니라
for it is written: “Be holy, because I am holy.”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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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주 일

03

[‘다윗-새벽을 깨운 사람’시리즈 66]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 3:1-8)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1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5

O LORD, how many are my foes! How many rise up
against me!

2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
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I lie down and sleep; I wake again, because the LORD
sustains me.

6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
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I will not fear the tens of thousands drawn up against
me on every side.

Many are saying of me, 'God will not deliver him.' Selah

3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7

But you are a shield around me, O LORD; you bestow
glory on me and lift up my head.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Arise, O LORD! Deliver me, O my God! Strike all my
enemies on the jaw; break the teeth of the wicked.

4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To the LORD I cry aloud, and he answers me from his
holy hill. Selah

8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From the LORD comes deliverance. May your blessing
be on your people. Selah

12_새로운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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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고전 4:1-5)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1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
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4

This, then, is how you ought to regard us: as servants of
Christ and as those entrusted with the mysteries God
has revealed.

2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Now it is required that those who have been given a
trust must prove faithful.

내가 자책할 아무 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My conscience is clear, but that does not make me
innocent. It is the Lord who judges me.

5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까지 아무 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
내시리니 그 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
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Therefore judge nothing before the appointed time; wait
until the Lord comes. He will bring to light what is hidden
in darkness and will expose the motives of the heart. At
that time each will receive their praise from God.

3

묵상 Meditation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 받는 것
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
단하지 아니하노니
I care very little if I am judged by you or by any human
court; indeed, I do not even judge myself.

14_새로운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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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벧전 1:17-21)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17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
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20

Since you call on a Father who judges each person’s
work impartially, live out your time as foreigners here
in reverent fear.

18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 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 같
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For you know that it was not with perishable things such
as silver or gold that you were redeemed from the empty
way of life handed down to you from your ancestors,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
으니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He was chosen before the creation of the world, but
was revealed in these last times for your sake.

21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
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
게 하셨느니라
Through him you believe in God, who raised him from
the dead and glorified him, and so your faith and hope
are in God.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9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
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but with the precious blood of Christ, a lamb without
blemish or defect.

16_새로운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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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복음으로 거듭난 형제 사랑
(벧전 1:22-25)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22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
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
하라

24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
니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For, “All people are like grass, and all their glory is
like the flowers of the field; the grass withers and the
flowers fall,

Now that you have purified yourselves by obeying the
truth so that you have sincere love for each other, love
one another deeply, from the heart.

23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25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
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but the word of the Lord endures forever.”And this is
the word that was preached to you.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For you have been born again, not of perishable seed,
but of imperishable, through the living and enduring
word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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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라
(벧전 2:1-3)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1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Therefore, rid yourselves of all malice and all deceit,
hypocrisy, envy, and slander of every kind.

2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
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Like newborn babies, crave pure spiritual milk, so that
by it you may grow up in your salvation,

20_새로운 큐티

3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now that you have tasted that the Lord is good.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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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벧전 2:4-8)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4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수
께 나아가

7

As you come to him, the living Stone—rejected by
humans but chosen by God and precious to him—

5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
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
장이 될지니라
you also, like living stones, are being built into a
spiritual house to be a holy priesthood, offering spiritual
sacrifices acceptable to God through Jesus Christ.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Now to you who believe, this stone is precious. But
to those who do not believe, “The stone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ornerstone,”

8

또한 부딪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
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
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
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and, “A stone that causes people to stumble and a rock
that makes them fall.” They stumble because they
disobey the message—which is also what they were
destined for.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6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
로운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
으니
For in Scripture it says: “See, I lay a stone in Zion, a
chosen and precious cornerstone, and the one who
trusts in him will never be put to shame.”

22_새로운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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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09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벧전 2:9-10)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9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
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
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God’s special possession,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10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
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
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Once you were not a people, but now you are the
people of God; once you had not received mercy, but
now you have received mercy.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4_새로운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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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수난주일]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신 장면
(눅 23:34-38 & 요 19:23-30)

(눅 23:34-38)
34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
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
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
눠 제비 뽑을새
35

36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6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
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
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이다 하시고

27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
시니라

28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
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29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
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
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30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
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
이 떠나가시니라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
를 구원하라 하더라

38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요 19:23-30)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
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
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3

26_새로운 큐티

25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
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
할지어다 하고

37

24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
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
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
런 일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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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옥합을 깨뜨려야 할 때
(막 14:3-9)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3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7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The poor you will always have with you, and you can help
them any time you want. But you will not always have me.

While he was in Bethany, reclining at the table in the home
of Simon the Leper, a woman came with an alabaster jar
of very expensive perfume, made of pure nard. She broke
the jar and poured the perfume on his head.
8

4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
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She did what she could. She poured perfume on my body
beforehand to prepare for my burial.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
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Some of those present were saying indignantly to one
another, “Why this waste of perfume?
9

5

이 향유를 삼백 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
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
자를 책망하는지라
It could have been sold for more than a year’s wages
and the money given to the poor.” And they rebuked
her harshly.

6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
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
시니라
Truly I tell you, wherever the gospel is preached
throughout the world, what she has done will also be
told, in memory of her.”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
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Leave her alone,” said Jesus. “Why are you bothering
her? She has done a beautiful thing to me.

28_새로운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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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12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보혈의 은혜
(롬 3:23-26)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23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
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5

for all have sinned and fall short of the glory of God,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
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
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
내려 하심이니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God presented Christ as a sacrifice of atonement, through
the shedding of his blood—to be received by faith. He did
this to demonstrate his righteousness, because in his
forbearance he had left the sins committed beforehand
unpunished—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
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and all are justified freely by his grace through the
redemption that came by Christ Jesus.

30_새로운 큐티

26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
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
다 하려 하심이라
he did it to demonstrate his righteousness at the present
time, so as to be just and the one who justifies those who
have faith in Jesus.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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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13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보혈의 능력
(히 10:19-22)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
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1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묵상 Meditation

and since we have a great priest over the house of God,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Therefore, brothers and sisters, since we have confidence
to enter the Most Holy Place by the blood of Jesus,

20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by a new and living way opened for us through the
curtain, that is, his body,

32_새로운 큐티

22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
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
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let us draw near to God with a sincere heart and with
the full assurance that faith brings, having our hearts
sprinkled to cleanse us from a guilty conscience and
having our bodies washed with pur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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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14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보혈의 화평
(엡 2:12-22)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12

13

그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
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8

remember that at that time you were separate from
Christ, excluded from citizenship in Israel and foreigners
to the covenants of the promise, without hope and without
God in the world.

19

14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
어 화평하게 하시고
by setting aside in his flesh the law with its commands
and regulations. His purpose was to create in himself one
new humanity out of the two, thus making peace,

16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 된 것을 십자
가로 소멸하시고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
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Consequently, you are no longer foreigners and strangers,
but fellow citizens with God’s people and also members of
his household,

20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
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For he himself is our peace, who has made the two groups
one and has destroyed the barrier, the dividing wall of hostility,

15

For through him we both have access to the Father by one Spirit.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
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But now in Christ Jesus you who once were far away have
been brought near by the blood of Christ.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
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
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
퉁잇돌이 되셨느니라
built on the foundation of the apostles and prophets, with
Christ Jesus himself as the chief cornerstone.

21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
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In him the whole building is joined together and rises to
become a holy temple in the Lord.

22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And in him you too are being built together to become a
dwelling in which God lives by his Spirit.

and in one body to reconcile both of them to God through
the cross, by which he put to death their hostility.
17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
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
하셨으니
He came and preached peace to you who were far away
and peace to those who were near.

34_새로운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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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15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보혈의 축복
(갈 3:9-14)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9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12

So those who rely on faith are blessed along with
Abraham, the man of faith.

10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
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
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The law is not based on faith; on the contrary, it says,
“The person who does these things will live by them.”

13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
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Christ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by
becoming a curse for us, for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one who is hung on a pole.”

For all who rely on the works of the law are under a
curse, as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one who does not
continue to do everything written in the Book of the Law.”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1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
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Clearly no one who relies on the law is justified before
God, because “the righteous will live by faith.”

36_새로운 큐티

14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
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He redeemed us in order that the blessing given to
Abraham might come to the Gentiles through Christ
Jesus, so that by faith we might receive the promise of
the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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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16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보혈의 치유
(벧전 2:24-25 & 약 5:16)

(벧전 2:24-25)
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
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
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He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body on the cross, so
that we might die to sins and live for righteousness; “by
his wounds you have been healed.”

25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
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For “you were like sheep going astray,” but now you have
returned to the Shepherd and Overseer of your souls.

38_새로운 큐티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약 5:16)
16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
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Therefore confess your sins to each other and pray for
each other so that you may be healed. The prayer of a
righteous person is powerful and effective.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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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17

[부활주일]

부활과 성령
(행 2:29-36)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29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3

“Fellow Israelites, I can tell you confidently that the
patriarch David died and was buried, and his tomb is
here to this day.

30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
라 하심을 알고

Exalted to the right hand of God, he has received from
the Father the promised Holy Spirit and has poured out
what you now see and hear.

34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
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35

36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God has raised this Jesus to life, and we are all witnesses of it.

40_새로운 큐티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
으니
until I make your enemies a footstool for your feet.”’

Seeing what was to come, he spoke of the resurrection
of the Messiah, that he was not abandoned to the realm
of the dead, nor did his body see decay.

32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
기를
For David did not ascend to heaven, and yet he said,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But he was a prophet and knew that God had promised
him on oath that he would place one of his descendants
on his throne.

31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
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
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Therefore let all Israel be assured of this: God has made
this Jesus, whom you crucified, both Lord and Mess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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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18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고전 15:20-28)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25

For he must reign until he has put all his enemies
under his feet.

But Christ has indeed been raised from the dead, the
firstfruits of those who have fallen asleep.

26
21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 하시리니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맨 나중에 멸망 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The last enemy to be destroyed is death.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
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For since death came through a man,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comes also through a man.
27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
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다 하셨으니 만
물을 아래에 둔다 말씀하실 때에 만물을 그
의 아래에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For he “has put everything under his feet.” Now when
it says that “everything” has been put under him, it is
clear that this does not include God himself, who put
everything under Christ.

For as in Adam all die, so in Christ all will be made alive.

적용 Application
23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
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But each in turn: Christ, the firstfruits; then, when he
comes, those who belong to him.

24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
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8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
신도 그 때에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
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When he has done this, then the Son himself will be
made subject to him who put everything under him, so
that God may be all in all.

Then the end will come, when he hands over the
kingdom to God the Father after he has destroyed all
dominion, authority and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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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화요일

19

선한 행실을 가지라
(벧전 2:11-12)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11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
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
의 정욕을 제어하라
Dear friends, I urge you, as foreigners and exiles, to
abstain from sinful desires, which wage war against
your soul.

12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
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
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Live such good lives among the pagans that, though
they accuse you of doing wrong, they may see your
good deeds and glorify God on the day he visits us.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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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수요일

20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벧전 2:13-17)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13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16

Submit yourselves for the Lord’s sake to every human
authority:whethertotheemperor,asthesupremeauthority,

14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or to governors, who are sent by him to punish those
who do wrong and to commend those who do right.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
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Live as free people, but do not use your freedom as a
cover-up for evil; live as God’s slaves.

17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
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Show proper respect to everyone, love the family of
believers, fear God, honor the emperor.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5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
을 막으시는 것이라
For it is God’s will that by doing good you should silence
the ignorant talk of foolish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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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목요일

21

아름다운 순종
(벧전 2:18-25)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18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
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22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
도 없으시며
“Hecommittednosin,andnodeceitwasfoundinhismouth.”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Slaves, in reverent fear of God submit yourselves to
your masters, not only to those who are good and
considerate, but also to those who are harsh.
23

19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
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When they hurled their insults at him, he did not
retaliate; when he suffered, he made no threats.
Instead, he entrusted himself to him who judges justly.

For it is commendable if someone bears up under the pain
of unjust suffering because they are conscious of God.

20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
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24

But how is it to your credit if you receive a beating for doing
wrong and endure it? But if you suffer for doing good and
you endure it, this is commendable before God.

21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
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
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To this you were called, because Christ suffered for you,
leaving you an example, that you should follow in his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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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
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
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
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He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body on the cross, so
that we might die to sins and live for righteousness; “by
his wounds you have been healed.”

25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
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For “you were like sheep going astray,” but now you have
returned to the Shepherd and Overseer of your sou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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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22

아내와 남편에게
(벧전 3:1-7)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1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
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
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5

6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when they see the purity and reverence of your lives.

3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
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Your beauty should not come from outward
adornment, such as elaborate hairstyles and the
wearing of gold jewelry or fine clothes.

4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
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For this is the way the holy women of the past who
put their hope in God used to adorn themselves. They
submitted themselves to their own husbands,

Wives, in the same way submit yourselves to your
own husbands so that, if any of them do not believe
the word, they may be won over without words by the
behavior of their wives,

2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
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
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like Sarah, who obeyed Abraham and called him her
lord. You are her daughters if you do what is right and
do not give way to fear.

7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
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
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
게 하려 함이라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Husbands, in the same way be considerate as you live
with your wives, and treat them with respect as the
weaker partner and as heirs with you of the gracious
gift of life, so that nothing will hinder your prayers.

Rather, it should be that of your inner self, the unfading
beauty of a gentle and quiet spirit, which is of great
worth in God’s 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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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토요일

23

하늘의 상급을 이어 받는 삶
(벧전 3:8-12)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8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
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11

They must turn from evil and do good; they must seek
peace and pursue it.

Finally, all of you, be like-minded, be sympathetic, love
one another, be compassionate and humble.

12
9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
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Do not repay evil with evil or insult with insult. On the
contrary, repay evil with blessing, because to this you
were called so that you may inherit a blessing.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
것을 따르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
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
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For the eyes of the Lord are on the righteous and his
ears are attentive to their prayer, but the face of the
Lord is against those who do evil.”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0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For, “Whoever would love life and see good days must keep
their tongue from evil and their lips from deceitful spe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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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주 일

24

[‘다윗-새벽을 깨운 사람’시리즈 67]

다윗이 므비보셋을 오해하다
(삼하 16:1-4 & 삼하 19:24-30)

(삼하 16:1-4)
1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이백 개와
건포도 백 송이와 여름 과일 백 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When David had gone a short distance beyond the
summit, there was Ziba, the steward of Mephibosheth,
waiting to meet him. He had a string of donkeys
saddled and loaded with two hundred loaves of bread,
a hundred cakes of raisins, a hundred cakes of figs and
a skin of wine.

2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4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
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Then the king said to Ziba, “All that belonged to
Mephibosheth is now yours.”“I humbly bow,” Ziba said.
“May I find favor in your eyes, my lord the king.”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
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
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
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The king asked Ziba, “Why have you brought these?”
Ziba answered, “The donkeys are for the king’s
household to ride on, the bread and fruit are for the
men to eat, and the wine is to refresh those who
become exhausted in the wilderness.”

3

54_새로운 큐티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
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삼하 19:24-30)
24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
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
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The king then asked, “Where is your master’s
grandson?”Ziba said to him, “He is staying in
Jerusalem, because he thinks, ‘Today the Israelites will
restore to me my grandfather’s kingdom.’”

Mephibosheth, Saul’s grandson, also went down to
meet the king. He had not taken care of his feet or
trimmed his mustache or washed his clothes from the
day the king left until the day he returned saf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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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25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
에게 물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네가 어찌
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29

When he came from Jerusalem to meet the king, the king
asked him, “Why didn’t you go with me, Mephibosheth?”

26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He said, “My lord the king, since I your servant am
lame, I said, ‘I will have my donkey saddled and will ride
on it, so I can go with the king.’ But Ziba my servant
betrayed me.

27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
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
을 나누라 하니
The king said to him, “Why say more? I order you and
Ziba to divide the land.”

30

므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
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
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Mephibosheth said to the king, “Let him take
everything, now that my lord the king has returned
home safely.”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And he has slandered your servant to my lord the king.
My lord the king is like an angel of God; so do whatever
you wish.

28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
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
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All my grandfather’s descendants deserved nothing but
death from my lord the king, but you gave your servant a
place among those who eat at your table. So what right
do I have to make any more appeals to the 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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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월요일

25

노하지 말라
(마 5:21-26)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21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
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4

leave your gift there in front of the altar. First go and be
reconciled to them; then come and offer your gift.

“You have heard that it was said to the people long ago,
‘You shall not murder, and anyone who murders will
be subject to judgment.’

25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
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
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
관에게 내어 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6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
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묵상 Meditation

“Settle matters quickly with your adversary who is
taking you to court. Do it while you are still together on
the way, or your adversary may hand you over to the
judge, and the judge may hand you over to the officer,
and you may be thrown into prison.

But I tell you that anyone who is angry with a brother or
sister will be subject to judgment. Again, anyone who
says to a brother or sister, ‘Raca,’ is answerable to the
court. And anyone who says, ‘You fool!’ will be in danger
of the fire of hell.

23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
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
오지 못하리라
Truly I tell you, you will not get out until you have paid
the last penny.

“Therefore, if you are offering your gift at the altar
and there remember that your brother or sister has
something agains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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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화요일

26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
(벧전 3:13-17)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13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
를 해하리요

16

Who is going to harm you if you are eager to do good?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
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
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keeping a clear conscience, so that those who speak
maliciously against your good behavior in Christ may
be ashamed of their slander.

14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But even if you should suffer for what is right, you are
blessed. “Do not fear their threats; do not be frightened.”

17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
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
으니라
For it is better, if it is God’s will, to suffer for doing good
than for doing evil.

적용 Application

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
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
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
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But in your hearts revere Christ as Lord. Always be
prepared to give an answer to everyone who asks you
to give the reason for the hope that you have. But do
this with gentleness and resp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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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수요일

27

그리스도의 승리
(벧전 3:18-22)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18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
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
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21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After being made alive, he went and made
proclamation to the imprisoned spirits—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and this water symbolizes baptism that now saves
you also—not the removal of dirt from the body but the
pledge of a clear conscience toward God. It saves you
by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or Christ also suffered once for sins, the righteous
for the unrighteous, to bring you to God. He was put to
death in the body but made alive in the Spirit.

19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
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
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22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
하느니라
who has gone into heaven and is at God’s right hand—
with angels, authorities and powers in submission to
him.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0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
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
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
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to those who were disobedient long ago when God
waited patiently in the days of Noah while the ark was
being built. In it only a few people, eight in all, were
saved through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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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목요일

28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벧전 4:1-6)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1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
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
이니

4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They are surprised that you do not join them in their
reckless, wild living, and they heap abuse on you.

Therefore, since Christ suffered in his body, arm
yourselves also with the same attitude, because
whoever suffers in the body is done with sin.

5
2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
탕에 달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
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
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But they will have to give account to him who is ready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As a result, they do not live the rest of their earthly lives
for evil human desires, but rather for the will of God.
적용 Application
6

3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
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
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For you have spent enough time in the past doing
what pagans choose to do—living in debauchery, lust,
drunkenness, orgies, carousing and detestable idola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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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
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For this is the reason the gospel was preached even to
those who are now dead, so that they might be judged
according to human standards in regard to the body,
but live according to God in regard to the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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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금요일

29

이와 같이 행하라
(벧전 4:7-11)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7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10

The end of all things is near. Therefore be alert and of
sober mind so that you may pray.

8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
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Above all, love each other deeply, because love covers
over a multitude of sins.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Each of you should use whatever gift you have received
to serve others, as faithful stewards of God’s grace in its
various forms.

11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
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
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If anyone speaks, they should do so as one who speaks
the very words of God. If anyone serves, they should do
so with the strength God provides, so that in all things
God may be praised through Jesus Christ. To him be
the glory and the power for ever and ever. Amen.

9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Offer hospitality to one another without grumb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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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

토요일

30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벧전 4:12-19)

[베드로전서] 그리스도의 승리
12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 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
히 여기지 말고

16

Dear friends, do not be surprised at the fiery ordeal
that has come on you to test you, as though something
strange were happening to you.

13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
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
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
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However, if you suffer as a Christian, do not be
ashamed, but praise God that you bear that name.

17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
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
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
은 어떠하며
For it is time for judgment to begin with God’s household;
and if it begins with us, what will the outcome be for
those who do not obey the gospel of God?

But rejoice inasmuch as you participate in the
sufferings of Christ, so that you may be overjoyed when
his glory is revealed.

14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
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
께 영광을 돌리라

18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
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And, “If it is hard for the righteous to be saved, what will
become of the ungodly and the sinner?”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If you are insulted because of the name of Christ, you are
blessed, for the Spirit of glory and of God rests on you.

19
1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If you suffer, it should not be as a murderer or thief or
any other kind of criminal, or even as a medd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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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
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So then, those who suffer according to God’s will
should commit themselves to their faithful Creator and
continue to do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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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예배 가이드 ]

[나

눔]

▶ 3월 다섯째주 (3/27-4/2)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 3:1-8)
▶ 4월 첫째주 (4/3-9)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신 장면 (눅 23:34-38 & 요 19:23-30)
▶ 4월 둘째주 (4/10-16)
부활과 성령 (행 2:29-36)
▶ 4월 셋째주 (4/17-23)
다윗이 므비보셋을 오해하다 (삼하 16:1-4 & 삼하 19:24-30)
▶ 4월 넷째주 (4/24-30)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다 (삼하 16:5-14 & 삼하 19:16-23)

05

[순예배 가이드] 3월 다섯째주 (3/27-4/2) [‘다윗-새벽을

깨운 사람’시리즈 66]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3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관찰/해석

But you are a shield around me, O LORD; you bestow glory
on me and lift up my head.

지난주 본문 요약
이스라엘의 인심이 모두 압살롬에게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가족과 신하들과 백성과 함께
예루살렘을 떠나 도망칩니다. 이 때 가드사람 잇대는 끝까지 다윗을 따르기로 결단합니다. 다윗과
함께한 모든 백성은 큰소리로 울며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광야길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4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To the LORD I cry aloud, and he answers me from his holy
hill. Selah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 3:1-8)

관찰/해석
1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5

O LORD, how many are my foes! How many rise up against me!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I lie down and sleep; I wake again, because the LORD 		
sustains me.

2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Many are saying of me, 'God will not deliver him.' Selah

6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I will not fear the tens of thousands drawn up against me
on every side.

*셀라(2절) 이 단어는 음악용어로, '높임', '중지'란 뜻의 '살랄'이란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찬양하다가 음성을 높이
거나 악기 연주 중에 음을 높이는 것, 또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악기가 연주되는 동안 잠시 침묵하는 것 등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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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해석

7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Arise, O LORD! Deliver me, O my God!
Strike all my enemies on the jaw; break the teeth of the
wicked.

적용 (Application)
Me

Others

기도제목 (Prayer Request)
8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From the LORD comes deliverance. May your blessing be
on your people. Selah

묵상노트

✽우리 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교회 중보 기도
1.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사람의 지혜와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2.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 등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3. 이 나라가 오직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영원하신 주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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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신 장면
[순예배 가이드] 4월 첫째주(4/3-9) [수난주일]

37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관찰/해석

and said, “If you are the king of the Jews, save yourself.”

지난주 본문 요약
압살롬의 반역사건이 일어나자 다윗은 가족과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이 때 다윗은
하나님께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돌봐주셨던 일들에 대해 나열하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는 비참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을 구하는 그의 모습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8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There was a written notice above him,
which read: this is the king of the jews.

지난주 설교 나눔

(요 19:23-30)
23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When the soldiers crucified Jesus, they took his clothes,
dividing them into four shares, one for each of them,
with the undergarment remaining. This garment was 		
seamless, woven in one piece from top to bottom.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보신 장면
(눅 23:34-38 & 요 19:23-30)

관찰/해석

24

(눅 23:34-38)
34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Let’s not tear it,” they said to one another.
“Let’s decide by lot who will get it.”
This happened that the scripture might be fulfilled
that said, “They divided my clothes among them and
cast lots for my garment.” So this is what the soldiers did.

Jesus said,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And they divided up his clothes
by casting lots.
25
35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The people stood watching, and the rulers even sneered
at him. They said, “He saved others; let him save himself
if he is God’s Messiah, the Chosen One.”

36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
The soldiers also came up and mocked him.
They offered him wine vinegar

76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Near the cross of Jesus stood his mother, his mother’s
sister, Mary the wife of Clopas, and Mary Magdalene.

26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When Jesus saw his mother there, and the disciple whom
he loved standing nearby, he said to her,
“Woman, here is your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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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해석

27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 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적용 (Application)
Me

and to the disciple, “Here is your mother.”
From that time on, this disciple took her into his home.

28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Others

Later, knowing that everything had now been finished,
and so that Scripture would be fulfilled, Jesus said,
“I am thirsty.”

29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A jar of wine vinegar was there, so they soaked a sponge
in it, put the sponge on a stalk of the hyssop plant,
and lifted it to Jesus’ lips.

30

기도제목 (Prayer Request)
✽우리 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When he had received the drink, Jesus said,
“It is finished.” With that, he bowed his head
and gave up his spirit.

*우슬초(요 19장 29절) 이집트에서 첫 유월절 때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쓰였던 구약의 희생제물
과 관련이 있는 식물입니다. 다윗은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시 51:8)라고 고백했습니다.

묵상노트

✽교회 중보 기도
1. 늘 죄의 길을 걸어가는 부족한 주의 종을 용서하시고, 십자가 은혜를 날마다 잊지 않게 하옵소서.
2.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으로 전하는 교회되게 하소서.
3. 우리의 다음세대들이 미디어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빠져
살게 하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
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눅 23:34)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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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순예배 가이드] 4월 둘째주(4/10-16) [부활주일]
31

부활과 성령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관찰/해석

Seeing what was to come,
he spoke of the resurrection of the Messiah,
that he was not abandoned to the realm of the dead,
nor did his body see decay.

지난주 본문 요약
군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서로 제비 뽑아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고안한
가장 끔찍하고 고통스런 죽음을 맞고 계셨지만, 자신의 고난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보며 그들을 용서
해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후 예수님은 요한에게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돌봐 달라고 부탁하시고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며 숨을 거두셨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32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God has raised this Jesus to life,
and we are all witnesses of it.

부활과 성령 (행 2:29-36)

관찰/해석
29

33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Exalted to the right hand of God, he has received from
the Father the promised Holy Spirit and has poured out
what you now see and hear.

“Fellow Israelites, I can tell you confidently that the patriarch
David died and was buried, and his tomb is here to this day.

34

30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For David did not ascend to heaven, and yet he said,
“‘The Lord said to my Lord: “Sit at my right hand

But he was a prophet and knew that God had promised him on
oath that he would place one of his descendants on his throne.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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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해석

35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until I make your enemies a footstool for your feet.”’

적용 (Application)
Me

Others

36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Therefore let all Israel be assured of this: God has made
this Jesus, whom you crucified, both Lord and Messiah.”

기도제목 (Prayer Request)
✽우리 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주와 그리스도(36절) 이 칭호는 베드로 메시지의 주제이자 초대교회의 신앙고백 내용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 적용되는
‘주’ 곧 ‘퀴리오스’는 구약의 여호와와 일치되는 표현이며, 베드로는 구약의 여호와와 예수님을 상호 관련시켰습니다.

묵상노트

✽교회 중보 기도
1.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 베드로처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방에 선포하는 교회되게 하소서.
3.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음을 온 나라가 기뻐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행 2:32)

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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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순예배 가이드] 4월 셋째주(4/17-23) [‘다윗-새벽을

깨운 사람’시리즈 67]

다윗이 므비보셋을 오해하다

2

지난주 본문 요약
베드로는 다윗이 쓴 시편 16편을 인용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합니다. 그는 시편에서 ‘주’는 다
윗이 아니며, 다윗은 부활하신 메시아를 예언하는 예언자로서 시편을 썼다고 고백합니다. 베드로는
시편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고, 진실로 부활해 하나님 옆에 계신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강조하였습니다.

왕이시바에게이르되
네가무슨뜻으로이것을가져왔느냐하니
시바가이르되
나귀는왕의가족들이타게하고떡과과일은청년들이
먹게하고포도주는들에서피곤한자들에게마시게
하려함이니이다

관찰/해석

The king asked Ziba, "Why have you brought these?"
Ziba answered, "The donkeys are for the king's household to
ride on, the bread and fruit are for the men to eat, and the 		
wine is to refresh those who become exhausted in the desert."

지난주 설교 나눔

3

관찰/해석

다윗이 므비보셋을 오해하다
(삼하 16:1-4 & 삼하 19:24-30)

The king then asked, "Where is your master's grandson?"
Ziba said to him, "He is staying in Jerusalem, because
he thinks, 'Today the house of Israel will give me back my
grandfather's kingdom.' "

(삼하 16:1-4)
1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이백 개와 건포도 백 송이와 여름 과일 백 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When David had gone a short distance beyond the summit,
there was Ziba, the steward of Mephibosheth, waiting to
meet him. He had a string of donkeys saddled and loaded
with two hundred loaves of bread, a hundred cakes of 		
raisins, a hundred cakes of figs and a skin of wine.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4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Then the king said to Ziba, 'All that belonged to 		
Mephibosheth is now yours.' 'I humbly bow,' Ziba said.
'May I find favor in your eyes, my lord the king.'

*므비보셋 ‘부끄러움을 떨쳐버리는 자’라는 의미로 요나단의 아들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였을 때 난을 피하여 가다가
유모의 실수로 절뚝발이가 되었습니다.(삼하 4:4)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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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해석

(삼하 19:24-30)
24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27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관찰/해석

And he has slandered your servant to my lord the king. My lord
the king is like an angel of God; so do whatever pleases you.

Mephibosheth, Saul's grandson, also went down to meet
the king. He had not taken care of his feet or trimmed his
mustache or washed his clothes from the day the king left
until the day he returned safely.

28

25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All my grandfather's descendants deserved nothing but death
from my lord the king, but you gave your servant a place among
those who eat at your table. So what right do I have to make any
more appeals to the king?"

When he came from Jerusalem to meet the king, the king
asked him, "Why didn't you go with me, Mephibosheth?"

26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He said, "My lord the king, since I your servant am lame, I said,
'I will have my donkey saddled and will ride on it, so I can go
with the king.' But Ziba my servant betrayed me.

86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29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The king said to him, 'Why say more? I order you and Ziba to
divide the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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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해석

30

므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적용 (Application)
Me

Mephibosheth said to the king, 'Let him take everything, now
that my lord the king has arrived home safely.'
Others

기도제목 (Prayer Request)
✽우리 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묵상노트

✽교회 중보 기도
1. 모함으로 인해 오해와 누명을 당하는 순간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은혜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2. 세상 속에서 용서와 긍휼을 베풀며, 십자가 은혜에 한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교회되게 하소서.
3. 서로를 향한 정죄와 시기로 가득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삼하 19:24)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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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순예배 가이드] 4월 넷째주(4/24-30) [‘다윗-새벽을

깨운 사람’시리즈 68]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다

7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관찰/해석

As he cursed, Shimei said, “Get out, get out, you murderer,
you scoundrel!

지난주 본문 요약
시바의 교묘한 환심에 넘어간 다윗은 결국 므비보셋의 전재산을 시바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나 압살
롬과의 전쟁이 끝난 이후 므비보셋을 만났을 때 다윗은 시바를 통해 들었던 모든 것이 모함이었음을
깨닫고 오해를 풀게 됩니다. 이에 다윗은 시바에게 주었던 밭을 다시 므비보셋과 나눠 가지게 합니다.
므비보셋은 다윗의 모든 결정에 순종하고, 끝까지 충성스러움을 잃지 않았습니다.

8

지난주 설교 나눔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The Lord has repaid you for all the blood you shed in the
household of Saul, in whose place you have reigned. 		
The Lord has given the kingdom into the hands of your
son Absalom. You have come to ruin because you are
a murderer!”

9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다
(삼하 16:5-14 & 삼하 19:16-23)

관찰/해석

(삼하 16:5-14)
5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Then Abishai son of Zeruiah said to the king,
“Why should this dead dog curse my lord the king?
Let me go over and cut off his head.”

10

As King David approached Bahurim, a man from the same
clan as Saul’s family came out from there. His name was
Shimei son of Gera, and he cursed as he came out.

6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 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He pelted David and all the king’s officials with stones,
though all the troops and the special guard were on 		
David’s right and left.

*시므이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로 사울 왕의 친척이며, ‘유명한’이라는 뜻을 가진 자였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귀환할 때
베냐민 사람 천 명을 대동한 것으로 보아 그는 상당히 유력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90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But the king said, “What does this have to do with you, you
sons of Zeruiah? If he is cursing because the Lord said to him,
‘Curse David,’ who can ask, ‘Why do you do this?’”

11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David then said to Abishai and all his officials,
“My son, my own flesh and blood, is trying to kill me.
How much more, then, this Benjamite! Leave him alone;
let him curse, for the Lord has told him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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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해석

12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삼하 19:16-23)
16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It may be that the Lord will look upon my misery
and restore to me his covenant blessing instead of
his curse today.”

13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Shimei son of Gera, the Benjamite from Bahurim,
hurried down with the men of Judah to meet King David.

17

So David and his men continued along the road while 		
Shimei was going along the hillside opposite him,
cursing as he went and throwing stones at him and 		
showering him with dirt.

14

왕과 그와 함께 있는 백성들이 다 피곤하여
한 곳에 이르러 거기서 쉬니라

관찰/해석

베냐민 사람 천 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열다섯과
종 스무 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하여
요단 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With him were a thousand Benjamites, along with Ziba,
the steward of Saul’s household, and his fifteen sons
and twenty servants. They rushed to the Jordan, where the
king was.

18

The king and all the people with him arrived at their
destination exhausted. And there he refreshed himself.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They crossed at the ford to take the king’s household over
and to do whatever he wished. When Shimei son of Gera
crossed the Jordan, he fell prostrate before the king

19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and said to him, “May my lord not hold me guilty.
Do not remember how your servant did wrong on the day
my lord the king left Jerusalem. May the king put it out of his mind.

20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For I your servant know that I have sinned, but today I have
come here as the first from the tribes of Joseph to come
down and meet my lord the king.”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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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해석

21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적용 (Application)
Me

Then Abishai son of Zeruiah said, “Shouldn’t Shimei be
put to death for this? He cursed the Lord’s anointed.”

22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David replied, “What does this have to do with you,
you sons of Zeruiah? What right do you have to interfere?
Should anyone be put to death in Israel today? Don’t I know
that today I am king over Israel?”

23

Others

기도제목 (Prayer Request)
✽우리 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So the king said to Shimei, “You shall not die.”
And the king promised him on oath.

묵상노트

✽교회 중보 기도
1.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함부로 말을 하지 아니하고, 나를 살피고 훈련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게 하소서.
2.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살피시는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소망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는 교회되게 하소서.
3. 이 나라가 주님이 지셨던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고, 인내하며 소망의 꽃을 피우는 주의 백성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
리라 하고 (삼하 16:12)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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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도 노트

1주차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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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개인기도제목 (Prayer Request)
기도제목

응답

날짜

개인기도제목 (Prayer Request)
기도제목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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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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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개인기도제목 (Prayer Request)
기도제목

응답

날짜

개인기도제목 (Prayer Request)
기도제목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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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칼럼

월드비전 조명환 회장 초청 새로운 비전 토크
지난 2월 20일 주일 오후에 조명환 회장을 모시고 새로운 비전 토크를 진행하였다.
한 홍 담임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비전 토크는 재미와 감동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비전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다.

‘꼴찌 박사’의 시간들과 신앙의 연단
조명환 회장은 자신의 인생을 담은 책 ‘꼴찌박사’를 통하여 왜 꼴찌 박사였는지에 대해
서 말해주었다. 현재의 약력만 보면 전형적인 엘리트 스펙인데, 어렸을 때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이었다고 한다. 고3 때 집에 와 계셨던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명진 교
수가 물었던 꿈이 무엇이냐는 말에 얼떨결에 교수라고 답했고 그때 건국대학교에 공
과대학에 미생물공학과가 있다고 알려주었다. 문과 학생이고 적성에도 맞지 않은데,
미달이 되기에 가능하다는 김 교수에게 설득 되어, 뭐가 뭔지 모르는 채로 그렇게 꼴찌
학생이 서울에서 대학생이 되었다.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여 1학년 때는 D와 F를 오가는 성적이었지만, 열심히 공부하
여 졸업할 때는 A-까지 올려서 카이스트를 진학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건강 검진에서
결핵말기라는 판정을 받고 신앙의 연단을 받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있었는데,
일 년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고난과 은혜가 공존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건강이 회복되어 일 년 만에 돌아와 다시 대학원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
기적적인 미국 유학이 실현되고 오하이오 주립대학 박사과정으로 입학을 하게 되지
만, 좋지않은 성적으로 일 년 만에 제적을 당하게 된다. 아빠로서 남편으로서 사위로서
부끄러워 집에다 말도 못하고 일 년 동안 오하이오 공원 벤치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원
망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길을 내시
기 시작하셨다.

박사 과정에서 제적당하고 난 뒤에 오하이오 주립대학 도날드 딘 교수의 추천서로 다
시 입학원서를 제출하였지만, 100%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른 계획이 있으신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두 달 전 불합격 판정을 한 애리조나 대학에
서 조건부 합격증을 받게 된다. 찰스 스털링이란 교수가 가르쳐보겠다고 한 것인데, 그
분은 면역학을 전공하고 AIDS (후천성 면역 결핍증)을 가르치는 분이었는데, 유전 공
학을 공부하러 갔던 조명환 회장에게는 다소 엉뚱하게 느껴졌다. 방법이 없어서 선택
한 길이었지만 박사 학위를 받을 때쯤 되니 코로나가 창궐하는 것처럼 전 세계가 AIDS
때문에 난리가 나게 되었고 건국대학교에서 면역학 전공한 교수를 채용하는데, 이때
건국대학교 생물학과의 교수가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명문대학 졸업한
학생들이 공부하는 유전 공학을 따라갈 수가 없다고 판단하여 남이 안 하는 거를 시켜
야 교수가 되겠다고 보신 것 같다. 그래서 아시아 면역학 전공을 하게 되었고 아시아 최
초의 전공자로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다고 한다.
건국대 개교 50주년 행사에 초청하기 위해 노벨상 수상자 블럼버그 박사와의 만나게
되었고, 그 만남이 축복이 되어 스탠포드 대학교 객원교수로 가실 때 AIDS 분야의 세
계 최고의 권위자인 토마스 메리건교수(스탠포드 의대)와의 만남이 성사 되었다. 그렇
게 되면서 노벨상 수상자와 함께 하니 노벨상 수상자들과의 만남이 계속 이어지고 그
외에 과학자, 정치인, 기업인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다. 이후 케네디
스쿨에서 경영, 정치, 경제, 행정 이러한 리더십에 관한 것들을 교육받으면서 월드비전
회장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분야에 대한 공부도 시켜주셨다.

청년들에게 한마디
청년들에게 인생의 선배, 신앙의 선배로서 조명환 회장은 우리의 꿈보다 더 큰 꿈을
꾸고 하나님이 일하실 공간을 내어주라고 말했다. 하나님을 위해 공간을 내어드릴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홀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
행하여 주신다고 하며 감동적인 강연을 마무리했다.

만남의 축복
조명환 회장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은인은 무려 45년간 후원했던 파란 눈의 어머니 ‘애
드나 넬슨’이었다. 그녀는 매달 15달러와 함께 손편지를 써서 보내주는데 늘 변하지
않는 세 문장은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였다. 대학교수가 되었는데도 계속 15달러를 보내는 애
드나 넬슨 어머니. 그러던 중 작년 1월 월드비전 회장이 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후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게 하셨던 것이다. 이것이 하
나님의 놀라운 큰 뜻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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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칼럼

브라더스 키퍼 김성민 대표 초청 비전 토크
누구에게나 과거의 상처가 있고, 그 상처가 현재와 미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과거의 상처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간다. 브라더스 키퍼의 김성민 대표는 버려진 상처를 극복하고, 자신과 같이 버
려진 고통 속에서 삶의 이유와 목적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사회적 기업
인 브라더스 키퍼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김성민 대표는 보육원 생활을 한 마디로 영화 “실미도”보다 더 고통스러운 삶이라
고 고백한다. 선배들로부터 당하는 매일의 구타와 자유가 없는 속박된 삶이 너무나
힘겨웠다고 한다. 하지만 고통스러운 보육원 생활보다 더 두려운 것은 보육원을 퇴
소하는 날이라고 한다. 먼저 퇴소한 선배들의 삶의 현실이 이전보다 더 끔찍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다. 선배들의 탈선과 범죄, 심지어 성매매에 빠지게 되는
누나들의 현실은 보육원을 퇴소하는 것이 고통스러운 보육원 생활보다 더 큰 두려
움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그 역시 보육원을 퇴소한 뒤에는 6개월간 노숙생활을 경험
하기도 했는데, 이러한 고통의 경험과 철저히 낮아지는 시간은 오히려 그를 더 강하
게 하고, 하나님만 붙잡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김성민 대표는 한 수련회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죄가 얼마나 큰
지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래서 후배들이 자신과 같은 삶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학교에 진학하여 공부하기로 결심하였다. 하지만 IQ가 정상범위보다 조금 못한
경계성 지능 장애였던 그에게 공부는 쉽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분
명한 꿈과 목표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4년 동안 장학금을 받게 되는 기
적을 경험했다. 그는 이러한 기적의 토대는 매일매일 큐티 하는 삶의 훈련과 하나님
이 주신 비전을 위해서 나아가는 삶이라고 간증하였다.

승낙받게 되었다고 한다. 김성민 대표는 자신이 정해 놓은 거룩한 원칙을 따라서 살
았더니 하나님께서 모든 만남의 과정을 열어 주셨다고 고백한다.
김성민 대표는 본격적으로 자립 청년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였다. 먼저, 기업
들을 찾아다니면서 일자리를 소개하는 것을 시작하였지만, 자존감이 낮고 피해 의
식에 사로잡힌 자립 청년들의 정착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을 보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다. 그것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하여 자립청년들을 우대하는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인 편견을 받고 있는 자립청년들
을 위한 직장을 세우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이기 때문
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
는 사명감으로 일했더니 지금까지 이끌어 와주셨다고 한다. 그래서 김성민 대표는
스스로를 ‘김성민 대표’가 아닌, ‘김성민’이라고 소개하며 하나님이 기업의 주인이라
고 간증한다.
마지막으로, 김성민 대표는 다른 선후배들과 자신이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면 예수
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고백한다. 아무것도 없는 자신이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며,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
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였다. 그러므로 청년들이 하나님을 향한 꿈과 비전을 가지
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서 살기를 권면하였다. 이와 같은 김성민 대표의 은혜롭고 도전적인 간증은 많은 청
년들과 성도들에게 깊은 울림과 도전을 주는 시간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를 별이 되게 하신다.

특별히, 청년들을 위한 미니 이성교제 특강으로 지금의 사모님을 만난 스토리를 들
려주었다. 김성민 대표는 보육원을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성 교제의 큰 원칙을
세웠다고 한다. 너무나 많은 청년들이 무분별하게 육체적인 사랑을 하다가 자신과
같은 버려진 아이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성 교제를 함부로 하지 않겠다고 서원하
였다.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한 뜻을 품은 김성민 대표에게 자연스럽게 사모님을 만
나게 해주셨다. 두 사람은 연애를 하기보다는 함께 공부하고, 기도 모임을 만들고 학
교를 섬기면서 서로를 향한 사랑을 확인하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다. 하지만 처가
의 반대와 우려 때문에 두 사람의 만남이 막힐 뻔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이 새벽기도
중인 장모님에게 내가 누구보다 성민이를 사랑한다는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결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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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특별새벽기도회’ 간증문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

‘특새’ 간증문

‘특새’ 간증문

가문을 변화시키시는 기도
공진아 집사 (C강남 공동체)
낯가림이 있어서 담임 목사님께 지금까지 제대로 인사도 잘 못 드
리는 제가 특새를 통해 받은 은혜가 너무도 커서 7년 만에 처음으로
자발적인 간증문으로 주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14년 3월 성령 세례 후 무늬만 크리스천이었던 제가 무엇이 죄인지
알게 하시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새로운교회로 인도
하셨지만 담임 목사님의 설교도 잘 못 알아듣는 수준이었는데, 영의
양식을 꾸준히 잘 먹여 주셔서 4년 만에 많이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 세례 후 세계관
이 변화되었고, 이전과 같이 세상을 사랑한 채로 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은
여전히 세상과 양다리 걸친 친정 식구들이 변화된 제 모습에 당황하고 멀어지게 되었다
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재작년부터 98세 친할머니의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올해는 “회복과 연합의
해” 그리고 외동딸 아랑이를 “예배자로 세우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특새를 시작하면
서 “고향 식구들을 이제는 만나라”는 마음을 주셔서, 9년 만의 만남을 위해 날짜를 두고
기도했습니다.
방학 중인 딸과 함께 1월에 수요예배를 드리던 날 부목사님께 감사의 기도를 같이 받게
하시고, 한 달이 넘게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자녀는 제자학교와 뮤찬 오디션으로 저는 특
새로 무장하며 주님께서 “준비하신 만찬을 즐기라”는 마음을 주셨지만, 저는 여전히 두
렵고 떨려서 ‘불말과 불병거를 미리 보내시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십 년이 하나님
께는 하루 정도”라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대로 그 동안 가문을 위해 눈물로 드렸던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2월에는
본격적인 영적 전쟁을 치루고, 고향으로 가게 됐습니다.

주일 아침에 함께 드린 가슴 벅찬 온라인 1부 예배 후 아랑이가 “엄마, 민들레 홀씨가 전
도인 것 같아요.”라고 해서 저를 울리더니, 일 년에 겨우 몇 번 교회 가시는 외할아버지와
함께 예배 드리는 아랑이를 보며 아기학교 때부터 뉴젠을 통해 제가 하지 못 하는 부분까
지 잘 훈련시켜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주일 뉴젠 줌 예배까지 세 번의 예배를 드린 아랑이
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여수를 다 주신 것처럼 원하는 걸 다 하게 해주셨습니다.
신실하신 주님, 언제나 베스트를 주시는 주님, 아직도 우상숭배가 있는 공자 80대 가문
에서 서울에 올라오는 날 “예수 이름의 비밀” 양육 과정을 지원하게 하시고, 지금까지 제
가 할 수 없는 것들을 주님의 이름을 위해 친히 하셨던 것처럼 “예수 이름의 비밀”을 통해
서 남아있는 흉악의 결박이 모두 완전히 끊어지게 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십니다.
특새와 제자학교가 끝나는 3월 5일, 남동생이 아들을 출산하는 기쁨을 주시며 유교와 불
교와 무속신앙까지 혼합된 가문에 대가 끊어지지 않고 주님 말씀을 찰떡같이 알아듣는
귀한 자녀로 인도하시길 기도하게 하십니다.
세상 때가 가득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던 우주의 중심이 저였던 죄인을, 양질의 꼴
을 먹여 주님 작품으로 회복 시켜주신 한 홍 담임목사님, 선한 목자의 눈물로 성장 시켜주
신 부목사님들,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하는 귀한 공동체와 사역팀 식구들 사랑하고 감사합
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몸 된 귀한 교회로 인도해 주셔서 군사로 훈련 시켜주신 하늘 아버
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댓가 지불을 하라”고 하셔서 순종하며 준비했더니 그 이상의 넘치도록 융숭한 대접을
받게 하신 주님! 그 동안 닫혔던 문들이 하나님의 때에 순식간에 열리면서 22년 새로운
바이블로 교회와 함께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시는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전처럼 먹고 마시는 자리가 아닌 십자가로 하나되길 간절히 구했던 그 동안의 기도대
로 여수에 도착한 날부터 서울로 돌아오는 날까지 날마다 예배로 무장시키시고, 4대가
만나는 날은 “영적인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던 것처럼 30년 만에
찾은 고흥 할머니댁 제기 옆에 십자가를 꽂게 하셨습니다.
백세 외증조할머니를 처음 만난 아랑이는 차 안에서 멀미를 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제
자학교를 끝낸 이후, 하나님께서 승리의 보상으로 여수를 만끽하게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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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새’ 간증문

‘특새’ 간증문

두려움에서 확신의 결단으로
김서은 성도 (S강남 공동체)
저는 이번 특새를 시작하면서 특새 주제인 “새로운 꿈꾸게 하소서”
에 대해 개인적으로 깊은 의미를 두기보다는 2022년 새해를 맞이
하며 40일 신년 특새를 현장에서 완주하는 것을 결심하며 올 한 해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보내고 싶다는 소망이 더 컸었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특새를 시작하게 되었고, 특새 첫날부터 한 홍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과 현장에서의 뜨거운 열기는 너무나
크나큰 감동이었기에 하루하루 의무나 다짐 때문이 아닌 하나님을 만난다는 설레임으
로 이른 새벽 성전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40일간 하루 루틴은 특새 시작 전 1시
간 기도, 틈틈이 그날 선포된 말씀 묵상, 하루 일과를 마친 후 잠들기 전 기도 이렇게 보
내었습니다. 하루하루 지나면서 선포되는 말씀 속에서 가족들이 치유를 받고 은혜를 받
기 시작하였습니다.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럴수록 저희 가족은 더욱 뜨겁게 목사님
께서 선포해주시는 말씀을 붙잡게 되었고, 올해 새가족으로 등록하게 된 저희는 심지어
주말에는 주일예배 후 거의 하루 종일 교회에서 올려 주시는 2009년 설교 말씀부터 차
례로 다 함께 듣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특새 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드디어 하나님께서 저를 만지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과 프랑스 유학 이후 사회생활을 하면서 스스로도 의아할 만큼 승승장구
도 해보았고 또 정점을 찍을 직전에서 이해되지 않을 만큼 나락으로 떨어져 보기도 했습
니다.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재기하고 성공이란 단어를 떠 올릴 만하면 다시 어이없이
떨어지기를 몇 번이나 반복... 그러는 십여 년의 세월 동안 저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 받았다고 여기며 지내왔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여곡절 끝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숙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 저는 그 사업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로운 꿈과 사명의 도구라는 것을 믿게 되
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이라면 어떤 경우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
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심한 후에도 사실 걱정과 두려움이 남아있었지
만, 제 자신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꺼내어 치유하시고 새로운 꿈을 꾸게 하
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도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40일 특새가 끝나기 하루 전날 정말 기적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타트업
단계인 저의 회사에게 회사의 비전을 보고 고액의 투자를 하겠다고 투자기관에서 연락
온 것입니다. 정말 기쁘기도 했지만, 이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과정 일거라 믿기에 들
뜨게 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앞으로 승승장구 하게 되든 다시 힘든 일이 생기게 되든
이젠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를 믿고 동행할 수 있기에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번 특새를 통해 누구든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동행하려고 노력한다
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평생 하나님께
서 주시는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
님께서 주시는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니까요.
이렇게 한없이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
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특새 기간 중에 저는 뜻 밖의 새로운 사업 제안을 받게 되었고, 예전의 저였다면 가슴 설
레며 자신감 있게 도전의식이 생겼을 텐데 지금의 저는 그 제안을 피하고 싶고 두려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 정상 가까이에서 억울한 일이 생기면 어쩌지?’라는
생각부터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 매일매일 저에게 선포
되는 말씀으로 하루하루 숙제를 내주시는 것이 느껴졌고, 때론 아멘으로 순종하고, 때
론 ‘이건 나를 향한 말씀이 아니야’라며 지나치려 하면 압박을 해오시는 것이 느껴질 정
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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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와 같은 특새
이지동 성도 (W서초 공동체)

이진선 성도 (S서초 공동체)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란 표어로 진행된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를 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목사님의 은혜로
운 말씀을 통해 새로운 성령의 힘을 얻으면서 특새를 은혜롭게 마치
게 됨을 감사합니다.

특새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한껏 기대를 하였습니
다. 하루하루를 하나님을 사모하며 목사님의 말씀에 가슴이 벅차 올
랐습니다. 남편이 식도암 2기로 수술을 잘 마친 후 1년이 조금 안되
어 폐로 전이가 되었습니다. 교수님은 간단히 떼어내면 된다 했지만
펫CT결과 임파에도 있고, 각 두 군데 씩이라 수술은 안되고 항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올 한 해도 어떻게 살아야하나 하는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힌 저
에게 특새는 새로운 꿈을 기대하게 하였고, 소망을 갖게 하였습니다.
가정의 일, 자녀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로 끊임없는 수많은 문제들 속에서 두려움과 불
안 가운데 살고 있는 저에게 특새는 사막의 오아시스이며, 메마른 땅을 적시는 단비와 같
은 존재 였습니다.
중년을 넘어서 찾아오는 삶의 허무함과 곤고함과 정신적, 육체적 건강의 위기 가운데 살면
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에 요셉의 꿈처럼 새로운 꿈을 꾸는 계기가 되었습니
다. 연말에 사업을 확장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으며, 바로 건너편에 경쟁 업체가
들어오고, 코로나의 지속으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자녀들은 정신적으로 불안
과 방황으로 믿음이 없는 채로 방황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아들의 집중력 장애와 분노 조
절로 매일 전쟁터 같은 집안 분위기에 숨쉴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종살이하다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감옥에 가도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감사하는 삶을 꾸준히 하면서 모든 일이 형통했다는 것
을 듣고, 불평과 원망 보다는 요셉처럼 감사와 기도의 삶을 살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던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일어난
어려운 상황이 하나님의 섭리란 것을 믿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특새기간을 거치면서
무기력하고, 두려운 삶이 희망이 생기고, 새로운 꿈이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해를 하니 어려운 일도 미래에 하나님의 선물이란 기대가 들고 희망이 생겼습
니다.
감옥에서 요셉의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처럼, 나의 삶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란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다가올 고난이 이제는 두려움에서 미래의 위대한 꿈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매일의 삶이 감사가 되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목
사님의 말씀처럼 두려움의 시간에 기도를 하라는 말을 통해서, 기도로 놀라운 성령의 체험
을 통해서 삶이 바뀌게 됨을 감사합니다. 나에게 일어난 조그만 기적이 가정을 바꾸고, 직
장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리라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깁니다. 더 이상 사탄의 두려움에
서 도망치지 않고, 기도와 말씀으로 직면하고 이기면서 세상을 이긴 주님처럼 나 또한 주
님의 제자가 되길 희망하고 소망합니다. 끝으로 40일 특새 기간을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
게 하소서란 말씀으로 매일 말씀의 만나를 주신 한 홍 담임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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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만나 주시는 성령님

그래도 남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아니면 그것 또
한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다 힘들어 한다는 독성 항암도 굳건히 집 식구들 걱정 안 끼치고 다섯 차례나
잘 견뎌 주었습니다. 그런데 항암제가 안 들어 면역항암제도 다섯 번을 맞고 있는데 이것
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결국 의료진은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항암제 투약을 대기
해보겠냐고 물어왔습니다.
주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
다.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묻습니다. 저희는 기도 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
습니다. 저희 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고, 버리지 마시라고요.
그런 기도 중 하나님께서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내가 족하다 하시는 음성이 제 머리를
스쳤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제가 바라는 것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많은 눈물
과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잠시 눈을 붙이고
있었습니다. 꿈처럼 지나갔지만 확실한 것은 손 끝에서부터 진동을 느꼈고, 눈을 뜨자마
자 저는 제 손을 바라보고 성령님이 오셨음을 확신했습니다. 바로 일어나 주님을 외치며
남편을 도와달라고 기도 드렸습니다. 분명 주님을 저를 확인 시켜 주셨고, 만져 주셨습니
다. 주님에 제 곁에 오셨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번 특새가 끝나는 날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작고 연약한 저를 40일 동안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바
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을 아시는 주님 꼭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Here I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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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을 일으키는 단 한 번의 예배
정은아 성도 (C 강남 공동체)

황윤경A 성도 (C강남 공동체)

특벽새벽기도회 때 은혜 받은 분들의 간증을 올려달라는 말씀에 내
가 아니어도 다른 분들의 간증들이 많이 올라오니 괜찮다 생각해 침
묵했습니다. 벌써 특새가 끝난 지도 일주일이 지났는데, 멘토님께서
특새 때 받은 은혜 간증문을 쓰라고 했는데도 침묵했습니다.

2022년 특새는 새로운교회 오고 세번째 특새입니다. 2020년 특새는
한번도 해본 적 없는 40일 특새 도전이라 긴장과 기대, 떨림으로 임했
고 함께 하는 공동체 자매님들이 계셔서 따라할 수 있었습니다.

또 어느 날 저녁 늦게 순장님께서 간증을 해보면 어떻겠냐고 하셨지
만 솔직히 부담스러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생각이 들면서, ‘아.. 이건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꼭 간증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생각이 들어 곧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새로운교회를 등록 후 세례를 받고 양육프로그램과 순예배를 통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전엔 나 중심의 기도가 친정 가족, 친척, 주위 사람을 위한 기도로 지경이 넓어
지면서 특별히 친정가족들을 위해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특새 40일을 하면서 우울증이 심한 언니에게 토요일 새로운교회 온라인 새
벽예배를 권유해 보았는데, 예전 같으면 ‘No’했을 언니가 흔쾌히 ‘Yes’를 하면서 그 날 딱
한 번의 예배로 갑자기 예전의 뜨거웠던 신앙인으로 돌아오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언니가 새로운교회 새벽예배 이후 아침, 점심, 저녁 식사 시간 외에는 동생의 아들을 위해
하루 종일 방에 들어가 성경공부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언니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는
지 정말 기적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일들과 환상들을 언니에게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동생 아들이 백혈병이 재발해 골수이식 후 간이 다 망가지고 폐와 복부에 물이 차 간성 혼
수가 와서 중환자실에 올라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아이를 만져 주시는
데, 언니를 통해서 먼저 환상으로 보여주시면서 저희 가족 모두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
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먼저 된 자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실감나면서 제가 요즘은 언니를
통해 다시 한 번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오직 예수.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심을 다시 한번
느끼며 더욱 믿음 안에서 신실한 자녀가 되기를 기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조카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신 새로운교회 많은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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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저에게는 친정에 대한 상처가 있습니다. 결혼 후 아이를 키우면서부터
올라온 이 상처는 아무리 내 힘으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쳐
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큰 아이는 올해로 14살이 되었는데
그 시간 동안 저는 엄마를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울며 기도했지만 늘 제자
리였습니다. 친정 집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엄마 전화도 싫어하고 이게 이럴 일인가 너무 속
상했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하나,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 기도하자! 결판을 보자! 생
각하고 늘 제 기도 제목인 남편 구원과 함께 친정 문제를 특새 기도제목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특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저에게 친정 엄마의 젊을 때와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
셨습니다. 갑자기 너무 늙어버린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울기도 하고, 엄마의 모습을 보고 아
무 말도 못하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 말씀은 전
부 나를 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계속 그 자리인 것 같았습니다. 조급함에 어찌할 바를 몰
라 하고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제서야 모든걸 체념하고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저 너무 지쳤어요. 저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제게 있는 기쁨도, 슬픔도, 즐거움도, 아픔도 주님이 전부 다 가지
세요. 나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자포자기하며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릴 때에 다시 친정 생각
으로 인해 아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에는 담임목사님께서 원하는 한 가지 기도제목으로 간절히 기도하라고 하셨는
데 저는 제발 우리 남편을 만나달라고 울며 불며 간절하게 애절하고 애통하게 주님께 매달렸
습니다. 어찌나 간절한지 저를 보고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당장 남편을 만나 주실 것만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를 그렇게 기도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압니다. 기다림이 가
끔은 지치고 낙심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남편을 뜨겁게 만나주실 것이고 그 날이
이제 머지 않았음을 믿습니다.
이번 특새는 참 감사와 감동 뿐입니다. 매일 새벽 그 이른 시간에 잘 일어난 것도, 한번도 아
프지 않은 것도, 울고 또 울고 참 많이 울었던 것도 감사입니다. 기도 중에 양손을 높이 들게
하심도 감사입니다. 기도가 끝나면 팔이 아파서 내려놓고. 다시 기도시작하면 또 양팔을 높
이 들었는데 내가 드는게 아니라 천사가 내 팔을 들게 하고, 들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기도
중에 만큼은 팔도 아프지 않고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이 은혜를 다 어찌 감당할까요. 저는 드
릴 것 없으니 그저 기쁘게 받으렵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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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학생이 된 저는 평소 믿음이 깊지만은 않았습니다. 교회 다닌 지는 꽤 되었으나 기
도하려고 하면 온갖 다른 생각들이 떠오르고, 예배 중에도 집중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또
가끔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의 믿음을 위해 청소년부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겨울 수련회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
님께서 이르시되, 모세에게 ‘네가 거룩한 곳에 있으니 너의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는
데, ‘너의 신을 벗으라’는 말은 곧 너의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의미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나의 꿈을 하나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아직은 그 ‘꿈’이 무엇인지 모르겠어 확실한 믿음이 서질 않았습니다.
둘째 날,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내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꿈은 지금 당장 이루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을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는데 수련회의
마지막 날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지 드디어 알게 되
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바로 ‘구원’이고, 이미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하나
님의 구원을 꿈꾸고 있으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
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화려한 모습을 꿈꾸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잡을 수 없는, 닿을 수 없
는 기준을 제시하고 그것이 우리의 꿈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나를 맞추라고 채
찍질을 합니다. 헛된 돈이나 명예 등을 섬기라고 말하고, 곧 사라질 물거품 같은 존재들을
바라보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림돌 같은 존재라고 믿도록 만드는 것과 같습니
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유혹을 이겨내도록 하시며, 오로지 내
가 ‘나’라서 나를 선택하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의 삶을 맡겨야 하는 것을 알기에 나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기기
로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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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지금 꾸어야 하는 꿈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
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보다 앞설 수는 없으며 우리를 구원해주시는 하나
님의 손을 뿌리쳐서는 안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
에게 새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어지는 것이 은혜였
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은혜와 축복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꿈을 따르
고, 또 이루어 나가는 크리스천이 되겠습니다. 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꿈대로 살고, 나
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권우진

저는 사실 수련회를 신청하기 전에, 새 학원에 적응하면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
습니다. 평소에 공부를 못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학원 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많
이 받았고, 그 와중에 사춘기가 온 건지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생각이 통제가 잘 안 돼서 여
러모로 지금의 제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수련회를 신청했을 때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사실 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날 저녁 집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
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라는 구절이 나왔을 때 이상하게 눈물이 왈칵 났습니다.
전도사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높은 기준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
시는데, 나는 지금의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
다는 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냥 내 자체로도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서서히 조급한 마음도 사라졌고, 수련회를 마치고 나오는 길에는 마음이
홀가분해진 기분이었습니다.
지금은 다시 자신감을 얻어서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실 거라는 걸 믿
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개학 전
까지 미디어 금식을 시작했습니다. 수련회에서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김하람C
수련회를 한다고 들었을 때는 별 기대감이 없어 그냥 넘어갈 생각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생각과는 달리 지금 저는 전보다 영적으로 큰 성장을 한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있습
니다.
수련회 첫째 날과 둘째 날에 온라인으로 참여하게 된 저는 온라인으로 인한 탓인지 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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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잘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둘째 날 저녁식사를 마치고 교회에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오랜만에 교회에서 찬양하며 예배를 드림이 감사하고 기쁘게 느껴졌습
니다.
처음에는 기도시간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 우왕좌왕했지만 전도사님이 기도 주제
를 계속 정해 주셔서 서툴렀지만 은혜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알 수
없는 눈물이 계속 흘러 저 자신도 놀랐습니다. 또 기도 중 선생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저를
위해 기도해주셨는데 저를 생각해주시고 기도해주신 선생님이 너무 감사하고 감동적이
어서 더욱 눈물이 났습니다. 그렇게 기도회가 끝나고 찬양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
지 않고 목소리가 떠나갈 정도로 큰소리로 찬양을 하니 왜인지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고
예배가 끝나고 집을 가면서 그때에 느꼈던 은혜를 가족들에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셋째날이 되어,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날따라 주일에 드리던 예배와 다른 느낌이 들
었습니다. 원래 드리던 주일 예배보다 더욱 기쁘게 찬양 드리고 집중할 수 있었기 때문입
니다. 이를 보고 저는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련회가
모두 끝나고 처음으로 제대로 기도를 드리고 기쁘고 크게 주님을 찬양을 할 수 있었던 정
말 값진 경험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양시온

코로나로 인해 수련회가 몇 년 동안 계속 취소되고 할 수 없게 되자 그동안 성경학교에서
느꼈던 뜨거운 열기를 느낄 수 없어서 많이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
해 다시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 했었던 날이 되새겨 질 수 있어 은혜가 넘쳤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앞으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
니라 하나님의 꿈을 꾸는 방법을 앎으로써 나의 삶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맡겨드릴 수 있
음에 감사했습니다.
이번 주제가 “DREAM A NEW DREAM”이었는데 지금까지 과거와 지난 것들에 후회하
고 초점을 두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꿈을 크게 꿈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두신
앞길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쓰임 받을 수 있게 내게 주어진 것에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번 수련회에서는 본당에서 청소년 1, 2부 모든 언니 오빠들
과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렸던 것이 새로웠습니다. 주하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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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회를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수련회 첫날, 개회예배 때 비록 줌에서, 컴퓨터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했지만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었고 한 편으로는 전도사님과 선생님,
친구들과 직접 만나 함께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방탈출 게임을 할 때는 여러가지 도구를 사용해서 탈출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특
히 기억에 남는 것은 마지막 탈출 영상에서 “Dream is no where.” 라는 메시지가
“Dream is Now here.”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큰 울림이 있었고, 우상만 믿어
서는 꿈을 찾을 수 없다는 말씀에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태워버리고 하
나님을 찾음으로써 꿈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었는데 평소에 진로 찾기에
굉장히 힘들었던 제가 방탈출 게임을 하면서 꿈을 하나님께 맡겨야 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뜻 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수련회 둘째 날에는 소그룹 모임을 통해 1년 목표를 세워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저에
게는 조금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보기에는 쉬운 것들이 막상 적으려고 하니 어려웠
지만, 1년 목표를 다 쓰고 나서 보니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때 가
능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녁에는 오프라인 집회를 기다리며 수련회 준비물을 챙기는데 너무 설레였습니다.
교회에 도착해서 함께 찬양하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데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습
니다. 오랫동안 함께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한 탓이었는지 그날은 더욱 뜨겁고 행복
하게 느껴진 저녁 집회였습니다. 토요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니 너무 꿈
같았던 시간이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친구들과 함께 마스크를 벗고 신나게 교회
에서 예배 드릴 날을 더욱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저는 하나님
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닫
게 되었던 수련회였습니다. 곽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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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오프라인도 병행하는 수련회라서 정말 기대가 많았습니다. 개회 예배때에
는 “DREAM IS NO WHERE”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해 정말 많은 것을 깨닫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또래 친구들보다도 일찍 찾은 줄 알았는데 요즘 그 꿈이 점
점 흐려지고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근데 설교를 들어보니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꿈
인 것 같이 보여도 세상의 것을 믿고 의지 한다면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보았는데 저는 그동안 ‘좋은 학교에 가
서 배우고, 어떻게 해야 좋은 학과를 들어가고, 몇 년이 지나면 무엇을 하고...’이렇
게 세상의 것만 많이 찾아보고 계획했었던것 같습니다. 계획하는 것이 나쁜 것은 아
니지만 내가 세운 이 계획에서 조금이라도 못하거나 잘못되면 큰일난다고 생각했었
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했으면서 저도 모르게 세상의 것에 집
착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귀한 깨달음을 이번 수련회에서 깨닫
게 되었습니다.
저녁식사를 하고 온라인 방탈출을 하게 되었는데 추리하면서 진행되는 방탈출 프로
그램을 하는 동안 정말 즐거웠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프로그램 퀄리티에 성경말씀
을 배우며 풀어나가니 더 기억에 남아 좋았습니다. 이어서 소그룹모임에서 밸런스
게임과 꿈을 향해 목표를 세우고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그룹모임 시간을 통해서 작년에 했던 일들을 되돌아보게 되고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고 다짐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겨울 수련회’ 간증문

이번 수련회는 청소년 2부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하는 수련회여서 기대되는 부분이 많았
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간 이후로 처음으로 대면 수련회 예배를 하게 되어 더욱 큰 기대
감과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해 봤던 수련회였지만, 코로나 속 대면 예배가 저에게
특별한 순간으로 와 닿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찬양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신나는 찬양
을 할 때 부끄러워서 율동까지는 따라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제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예
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로에 대한 여러가지 고민이 있는 저에게 수련회의 말씀은 큰 은혜로 다가왔습니
다. 지금까지는 나 자신만을 생각하며 내 편한 대로 진로를 고민했지만, 말씀을 들은 이후
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부터 기도하며 찾아 가겠
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마지막 기도회에서 은혜를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기도를 잘 할 자신은 없
었지만, 이때만큼은 기도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기도하면서 찬양이 들렸는데, 그
찬양이 너무 큰 감동이어서 저도 모르게 따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번 예배 때
많은 은혜를 받게 되어 정말 좋았습니다. 최선우B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긴 터널의 힘든 시기를 지나가며 대면 수련회는 생각치도
못했고 이번에도 온라인으로 하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저녁 집회가 대면으로 진행하
게 되어서 정말 너무 행복했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우상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타 없
어지는데 나의 우상은 무엇일까? 내 우선순위는 하나님이실까? 하는 생각에 나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한 내가 해야 할 것은 나의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 맡겨
드리는 것이며 나의 선택이 하나님의 뜻하심보다 앞서가면 안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긴장을 많이 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긴장이 심할 때는 숨도 잘 안 쉬어지고
팔다리에 힘이 안 들어갈 정도로 엄청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걱정도 많아서 오
히려 그 두려움과 긴장 때문에 실수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세상 앞에서 두려워하
고 긴장하며 내가 작아보일 때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주님께 내 모든 것을 맡
겨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신 은혜가 정말 감사하였습니다. 많은 것을
깨닫게 되었고 감사함으로 매시간 보내게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즐거웠고 좋은
선생님, 전도사님과 함께여서 너무나도 감사한 수련회였습니다. 김은수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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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YEM

Yes, our Lord has given so much mercy to me. However, I was feeling like I never deserved those since I did not know how to manage it.

저는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유익함을 얻었음에도 다음 세대에게 그 은혜를 흘려 보
내지 못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백성들과 자신
의 아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저는 이번 겨울수련회에 온라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금요일에 학교 수업이 있었고, 여동생
이 코로나에 확진 되어서 집에서 참석하는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I was the one who participated in the winter retreat online - on Friday, I needed to go to school and
then my sister got positive in COVID - so I preferred to stay home.

그러나 제 예전 경험을 떠올려보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모든 것, 가령 온라인 수업이나
온라인 예배는 현장과 비교하면 너무 아쉬웠었기 때문에, 솔직히 YEM 단톡방에 올라온
줌 링크를 클릭할 때까지만 해도 큰 기대는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However, according to my past experience, online stuff - like online classes and online worship - were
not any better than the offline stuff. Honestly, I didn’t have high expectations when I clicked the ZOOM
link in the YEM chat.

제 마음에 큰 감동이 왔었던 건 저녁 집회 때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특별한 감동이나 생
각 없이 설교를 듣고만 있었습니다.
The part that really touched my heart was the worship after dinner. As usual, I was just listening to
the sermon without any strong emotions or thoughts.

그 때 저희 전도사님께서 “수동성”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전도사님께서 제
마음을 읽으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저는 너무나 소극적이고 수동적
인 나날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Then, our youth pastor (전도사님) took out the topic of “passivity”. I just felt like he was reading my
mind or something - since I was being tremendously passive these days.

저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너무나 좋은 부모님과 가족이 있고, 국제학교 학비를 감당할 수
있는 가정 환경가운데 있습니다.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고, 학습종합평가시험에서
도 높은 점수를 받을 정도로 공부도 꽤 잘 하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I was a blessed child - I had great parents and family members, and my family could afford me to
attend an International school, I maintained tolerable relationships with my friends, and I was pretty
smart enough to receive high scores in my summative.

I wanted to be like David who was able to share the love and grace from God to his people and his son,
not like Solomon who benefited from God’s mercy but was not able to pass it to the future generations.

저는 제가 너무나 많은 특권을 누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제게 이 모든 축복을 주신 분명한
이유가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I felt like I had so much benefits, and there must be a reason why God gave me all those blessings.

그렇지만 저는 제 삶에 그 어떠한 꿈이나 목표가 없었습니다. 늘 최선을 다해 나무는 심지
만, 정작 숲을 보지 못하는, 미래를 생각하기보다 당장의 이 순간을 살아가는 데만 열심이
었습니다. 저는 모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었기 때문에, 늘 이 자리에 안전하게 머
무는 것에 집중했었습니다.
However, I didn’t have a dream or goal in my life - I was always planting trees with my best effort but
never noticing the forest. I was only living the moment, not thinking of the future. I was never a risktaker - I preferred to keep my current position safely.

그러나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수동적인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갈 수 있
도록 사랑과 열정을 마음 가운데 품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As I realized everything originated from passivity, I immediately knew that this retreat was God’s
revelation that I should repent and have some love, passion, and enthusiasm in my heart in order to
find his plan in me.

수련회에는 늘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고, 분명 그 시간들도 즐겁고 재미있지만, 수련
회에 참석할 때마다 저에게 가장 큰 영향을 주고, 변화를 끼치는 것은 바로 예배였습
니다. 이번 수련회 때 은혜 넘치는 설교로 제 안에 있는 수동성과 게으름을 깨고, 제
삶 속에서 사랑과 열정을 다시금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신 전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Yes, there are a lot of different activities in church camps, and they are all engaging and fantastic - but
whenever I attended one, the one that influenced me the most was the worship. I want to thank our
전도사님 for the meaningful sermon, and find some love, passion, and enthusiasm in my life instead
of passivity and laziness. 김재인A

네, 주님은 정말 제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주신 은혜를 잘 사용하
고, 가꾸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생각을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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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꿈이 있을까?라는 의심 속에서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Jr.청년부

새로운 꿈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 시작
김승빈 성도 (Jr.청년 공동체)

이번 겨울 수련회는 “Dream a New Dream”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무박 3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준
비된 프로그램들과 저녁예배들을 통해 저의 삶을 되돌아보
고 제 주변 상황과 상관없이 여전히 나를 향한 꿈을 꾸고 계
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Dream a
New Dream”이라는 주제에서도 쉽게 엿볼 수 있듯이 꿈을
꾸기조차 힘든 이 어려운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꿈
이라는 새로운 꿈을 꾸며 살아가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 살아갈 것인가
를 고민케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온 것에 대한 영적 각성과 하나
님의 꿈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수련회 기간 동안 많은 은혜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 제가 발견하고 깨달은 것
은 바로 ‘새로운 꿈을 꾸며 살려면 먼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으로부
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간단한 사실을 너무 당연해서, 아니 어쩌면 하나
님보다 눈 앞에 보이는 것부터 해결하라는 세상의 소리 탓에 놓치고 살아온 것
은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뉴스나 포털사이트, 또 미디어 등에서 n포세대와 같은
단어를 심심찮게 발견할 수 있는 세대… 어려운 사회적 상황 때문에 이제 더 이
상 포기할 수 있는 게 없어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는 시대… 그러한 시대를 살아
가고 있는 한 청년으로서,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시간은 전혀 가지지 못
한 채 졸업하면 뭐하지? 이거 다음은 어떡하지? 뭐하고 살지? 하는 불안과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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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깨달은 사실은 “고질병”에 점 하나 찍으면 “고칠 병”, “마음 심(心)” 자에
신념의 막대기를 꽂으면 “반드시 필(必)” 자, “Dream is nowhere” -> “Dream
is now here”가 되는 것 같이 글자에 점 하나, 한자의 획 하나, 문장의 띄어쓰기
하나, 이와 같은 단순한 차이가 의미를 완전하게 달라지듯, 우리의 상황이 부정
적인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단순한 사실이 엄청난 차이를 불
러올 것이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앞으로 나
아갈 수 있게 하는 동력이 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쩌면 크리스천이라면 너무
당연하고 또 당연해서, 심지어는 사소하게 여겨 지기까지 하는 하나님을 바라본
다는 행동이 나의 삶 가운데에도 확실한 변화, 확실한 차이를 불러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들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고
살아가려 노력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저의 주변 상황은 여전히 막막하고, 절망
적이며, 그 어떤 것 하나도 바뀐 게 없습니다. 하지만 틀린 그림 찾기를 하듯 저
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 크고 중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 피투성이가 된 거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
로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소할 수 있는 이런 변화들로 인하여, 제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는 ‘내가
해낼 수 있을까?’, ‘내게 희망이 있을까?’라는 의구심이라는 “고질병”이 하나님
과 함께함으로 “고칠 병”이 되기를, 그 자그마한 의구심때문에 항상 흔들리고
넘어지는 나의 연약한 “마음(心)”이 나를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는 주님의 막대기
가 꽂혀 “반드시 (必)” 이루어지리라는 확고한 믿음이 되기를, 꿈을 꾸기조차 어
렵고 절망스러워 꿈을 꾸기조차 포기하는 시대속에서 이곳에 하나님의 꿈이 있
다라고 말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
길 소망해 봅니다.

2022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 Dream a New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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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새로운교회 비전성경

성 |경 |일 |독 |표
DAY
26일
27일
28일
29일
30일
31일
32일
33일
34일
35일
36일
37일
38일
39일
40일
41일
42일
43일
44일
45일
46일
47일
48일
49일
50일
51일
52일
53일
54일
55일
128_새로운 큐티

날짜
4/1
4/2
4/3
4/4
4/5
4/6
4/7
4/8
4/9
4/10
4/11
4/12
4/13
4/14
4/15
4/16
4/17
4/18
4/19
4/20
4/21
4/22
4/23
4/24
4/25
4/26
4/27
4/28
4/29
4/30

통독범위
창 37 - 창 50
출 1 - 출 11
출 12 - 출 24
출 25 - 출 40
레 1 - 레 10
레 11 - 레 16
레 17 - 레 27
민 1 - 민 10
민 11 - 민 20
민 21 - 민 36
신 1 - 신 11
신 12 - 신 26
신 27 - 신 34
수 1 - 수 12
수 13 - 수 24
삿 1 - 삿 10
삿 11 - 삿 21
룻 1 - 삼상 7
삼상 8 - 삼상 15
삼상 16 - 삼상 31
삼하 1 - 삼하 10
삼하 11 - 삼하 20
삼하 21 - 왕상 2
왕상 3 - 왕상 11
왕상 12 - 왕상 22
왕하 1 - 왕하8
왕하 9 - 왕하 17
왕하 18 - 왕하 25
대상 1 - 대상 10
대상 11 - 대상 29

체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고난주간특별새벽기도회
2022.4.12~16(화~토), 새벽 6시 / 새로운교회 본당
4.12 (화) 보혈의 은혜 ( 롬 3:23-26 )
4.13 (수) 보혈의 능력 ( 히 10:19-22 )
4.14 (목) 보혈의 화평 ( 엡 2:12-22 )
4.15 (금) 보혈의 축복 ( 갈 3:9-14 )
4.16 (토) 보혈의 치유 ( 벧전 2:24-25 & 약 5:16 )

부활절예배
4.17 (주일) 부활과 성령 ( 행 2:29-36 )

4월 수요기도예배 ‘십자가’
4/06 [이준희 목사]
4/20 [이사무엘 목사]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12시
문의: 이은정 목사 02-500-8909, estherlee@saeroun.net
▶

▶

4/13 [이은정 목사]
4/27 [최지훈 목사]

예배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
사 무 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6길 56, 삽준빌딩 3층
TEL (02) 597-0691 FAX (02) 597-0601 www.saeroun.net

새벽예배
셔틀버스
운행안내

새벽예배 셔틀: 양재역 ↔ 교회
양재역 출발          6:00
우면동 한라아파트 6:05
교회 출발             7:10   

양재역 9, 10번 출구 양재역 환승주차장 파리바게뜨 옆에서 셔틀이 운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