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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 보신 사람들”
지난 수난주일에 제가 19세기 프랑스 화가 제임스 티소가 그린 그림을
가지고 설교한 내용에 대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았음을 나눠
주셨습니다. 티소의 그림은 지금까지 우리가 익숙해 있던 성화들과는 달
리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의 눈으로 십자가 밑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
는 사람들을 보았다는 점에서 아주 독보적입니다. 그림에는 로마 백부장
과 군인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
들이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려계시던 6시간 동안 주님은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을 십자가에 못박고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셨고, 그들을 위해 기
도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의 눈으로 십자가 밑의 사람들을 바라 보신 것입니다.
도저히 구제불능일것 같은 그 사람들도 십자가의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
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용서는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성령의 힘으로 하는 사랑입
니다.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이 십자가 밑에 있던 사람들 하나하나에게 각자 다른 방식으로 임
했고, 그것은 십자가 후의 그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먼저 로마 백부장과 군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계 최강
의 로마제국의 힘을 등에 업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칼이 있었고 제국의 권세가 있었기
에 오만방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 직후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
했습니다. 교회사 야사에 의하면 이 백부장은 후에 신앙을 가지게 되어 로마 군대 안에서 복음
을 전파하다가, 지금의 터키 땅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하였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가장 독한 말로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들은 종교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식적으로 성경을 아는 종교인에 불과했기에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
가에 못박고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
중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강퍅하던 그들
도 십자가의 능력 앞에 무릎 끓은 것입니다.
종교지도자들의 하수인이 되어 예수님을 조롱하던 군중들은 어떠했습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악한 이들에게 선동되어 예수님을 독하게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들도 십자가 사건 직후에 ‘가슴을 치며’ 회개하고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이후 그들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120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탄생했
습니다. 군중만 있으면 위험하지만, 그 군중을 머리되신 예수님이 변화시키시고 다스리시니
교회가 된 것입니다.
한편 진심으로 주님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그
들은 예수님께 병을 치유받은 사람이든지, 말씀을 듣고 은혜받고 인생이 변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들은 주님의 십자가 앞까지 울면서 주님을 따라왔고, 주위 로마 군인
들과 종교지도자들의 따가운 눈초리도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사
람들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와도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 곁에 머무릅
니다.
또한 그 자리에 있어야 했는데 없던 예수님의 제자들을 주님은 많이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됩
니다. 예수님과 3년동안 동고동락했던 그들은 세상 권세가 두려워 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습
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 뒤 그들은 모두 세
계 각처에서 복음 전하다가 순교합니다. 십자가의 용서의 힘이 그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지
금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실까요?
새로운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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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 Dream a New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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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일

[‘다윗-새벽을 깨운 사람’시리즈 68]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다 (삼하 16:5-14 & 삼하 19:16-23)

2 월

여호와를 기다리라 (잠 20:22-27)

3 화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벧전 5:1-4)

4 수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벧전 5:5-7)

5 목

[어린이날]

6 금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벧전 5:8-14)

7 토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벧후 1:1-4)

8 주일

[‘다윗-새벽을 깨운 사람’시리즈 69]

9 월

요나의 기도 (욘 2:1-10)

천국에서 큰 자 (마 18:1-5)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합니다 (시 63:1-11)

10 화

믿음의 덕목 (벧후 1:5-11)

11 수

항상 생각해야 할 일 (벧후 1:12-21)

12 목

거짓 선생들 (벧후 2:1-3)

13 금

하나님의 공의 (벧후 2:4-11)

14 토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생활방식 (벧후 2:12-22)

15 주일

[‘다윗-새벽을 깨운 사람’시리즈 70] 압살롬의 예루살렘 입성 (삼하 16:15-23 & 시 4:1-8)

16 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눅 18:1-8)

17 화

주의 강림을 기억하라 (벧후 3:1-4)

18 수

하나님의 시간 (벧후 3:5-9)

19 목

하나님의 날 (벧후 3:10-13)

20 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벧후 3:14-18)

21 토

네 영혼이 잘 됨 같이 (요삼 1:1-4)

22 주일

[‘다윗-새벽을 깨운 사람’시리즈 71]

23 월

명철한 자의 마음 (잠 14:33-35)

24 화

형제들의 증언 (요삼 1:5-8)

25 수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요삼 1:9-15)

26 목

믿음의 도를 위하여 (유 1:1-4)

27 금

반역과 하나님의 심판 (유 1:5-10)

28 토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유 1:11-19)

29 주일

[‘다윗-새벽을 깨운 사람’시리즈 72]

30 월

마하나임의 하나님 (창 32:1-12)

31 화

가장 거룩한 믿음 (유 1:20-25)

후새의 계략과 아히도벨의 죽음 (삼하 17:1-23)

다윗의 반격 (삼하 17:24-29 & 삼하 18:1-8)

를 통해
‘새로운 QT’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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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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새벽을 깨운 사람’시리즈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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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하 16:5-14)
5 다윗 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친
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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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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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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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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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8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
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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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_새로운 큐티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
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It may be that the Lord will look upon my misery and restore to me
his covenant blessing instead of his curse today.”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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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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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
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As he cursed, Shimei said, “Get out, get out, you murderer, you
scoundrel!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
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
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
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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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king and all the people with him arrived at their destination
exhausted. And there he refreshed hims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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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삼하 19:16-23)
16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
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
으러 내려올 때에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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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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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베냐민 사람 천 명이 그와 함께 하고 사울 집
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열다섯과 종 스무
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 하여 요단 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21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
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
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
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
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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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vid replied, “What does this have to do with you, you sons of
Zeruiah?Whatrightdoyouhavetointerfere?Shouldanyonebeputto
deathinIsraeltoday?Don’tIknowthattodayIamkingoverIsrael?”

22

19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
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이까 하니라
Then Abishai son of Zeruiah said, “Shouldn’t Shimei be put to death
for this? He cursed the Lord’s anointed.”

WithhimwereathousandBenjamites,alongwithZiba,thesteward
of Saul’s household, and his fifteen sons and twenty servants. They
rushed to the Jordan, where the king was.

18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
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
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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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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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_새로운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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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월요일

02

여호와를 기다리라
(잠 20:22-27)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22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
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25

Do not say, “I’ll pay you back for this wrong!” Wait for
the LORD, and he will avenge you.

23

한결같지 않은 저울 추는 여호와께서 미워
하시는 것이요 속이는 저울은 좋지 못한 것
이니라

함부로 이 물건은 거룩하다 하여 서원하고
그 후에 살피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덫이
되느니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It is a trap to dedicate something rashly and only later
to consider one’s vows.

26

지혜로운 왕은 악인들을 키질하며 타작하
는 바퀴를 그들 위에 굴리느니라
A wise king winnows out the wicked; he drives the
threshing wheel over them.

The Lord detests differing weights, and dishonest
scales do not please him.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4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
이 어찌 자기의 길을 알 수 있으랴
A person’s steps are directed by the Lord. How then
can anyone understand their own way?

12_새로운 큐티

27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The human spirit is the lamp of the Lord that sheds
light on one’s inmost be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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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화요일

03

양 무리의 본이 되라
(벧전 5:1-4)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1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
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3

not lording it over those entrusted to you, but being
examples to the flock.

To the elders among you, I appeal as a fellow elder and
a witness of Christ’s sufferings who also will share in
the glory to be revealed:

2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
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
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
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4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
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적용 Application

And when the Chief Shepherd appears, you will receive
the crown of glory that will never fade away.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Be shepherds of God’s flock that is under your care,
watching over them—not because you must, but
because you are willing, as God wants you to be; not
pursuing dishonest gain, but eager to serve;

14_새로운 큐티

2022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 Dream a New Dream

_15

MAY

수요일

04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벧전 5:5-7)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5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
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
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
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
희를 돌보심이라
Cast all your anxiety on him because he cares for you.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In the same way, you who are younger, submit
yourselves to your elders. All of you, clothe yourselves
with humility toward one another, because, “God
opposes the proud but shows favor to the humble.”

6

16_새로운 큐티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
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적용 Application

Humble yourselves, therefore, under God’s mighty
hand, that he may lift you up in due time.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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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목요일

05

[어린이날]

천국에서 큰 자
(마 18:1-5)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1

그 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천
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4

At that time the disciples came to Jesus and asked,
“Who, then,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2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He called a little child to him, and placed the child
among them.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
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Therefore, whoever takes the lowly position of this child
is the greatest in the kingdom of heaven.

5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And whoever welcomes one such child in my name
welcomes me.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3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
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And he said: “Truly I tell you, unless you change and
become like little children, you will never enter the
kingdom of heaven.

18_새로운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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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금요일

06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벧전 5:8-14)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
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12

Be alert and of sober mind. Your enemy the devil
prowls around like a roaring lion looking for someone
to devour.

9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
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Resist him, standing firm in the faith, because you
know that the family of believers throughout the world
is undergoing the same kind of sufferings.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아노로 말미
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
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With the help of Silas, whom I regard as a faithful
brother, I have written to you briefly, encouraging you
and testifying that this is the true grace of God. Stand
fast in it.

13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
느니라
She who is in Babylon, chosen together with you,
sends you her greetings, and so does my son Mark.

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
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
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
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And the God of all grace, who called you to his eternal
glory in Christ, after you have suffered a little while, will
himself restore you and make you strong, firm and
steadfast.

11

14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
이 있을지어다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Greet one another with a kiss of love. Peace to all of you
who are in Christ.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To him be the power for ever and ever.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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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토요일

07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벧후 1:1-4)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
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
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3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
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Grace and peace be yours in abundance through the
knowledge of God and of Jesus our Lord.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His divine power has given us everything we need for a
godly life through our knowledge of him who called us
by his own glory and goodness.

Simon Peter, a servant and apostle of Jesus Christ, To
those who through the righteousness of our God and Savior
Jesus Christ have received a faith as precious as ours:

2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
로 말미암음이라

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
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
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
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
느니라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Through these he has given us his very great and
precious promises, so that through them you may
participate in the divine nature, having escaped the
corruption in the world caused by evil desi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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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주 일

08

[‘다윗-새벽을 깨운 사람’시리즈 69]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합니다
(시 63:1-11)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1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You, God, are my God, I seek you; I thirst for you, my
whole being longs for you, in a dry and parched land
where there is no water.

6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
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On my bed I remember you; I think of you through the
watches of the night.

7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
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Becauseyouaremyhelp,Isingintheshadowofyourwings.

2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I have seen you in the sanctuary and beheld your
power and your glory.

8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
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I cling to you; your right hand upholds me.

3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
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9

Because your love is better than life, my lips will glorify you.

4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Those who want to kill me will be destroyed; they will
go down to the depths of the earth.

10

I will praise you as long as I live, and in your name I will
lift up my hands.

5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
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
를 찬송하되
I will be fully satisfied as with the richest of foods; with
singing lips my mouth will praise you.

24_새로운 큐티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
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
이다
They will be given over to the sword and become food
for jackals.

11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
은 막히리로다
But the king will rejoice in God; all who swear by God will
glory in him, while the mouths of liars will be sile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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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월요일

09

요나의 기도
(욘 2:1-10)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1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
와께 기도하여

6

From inside the fish Jonah prayed to the Lord his God.

2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
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
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He said: “In my distress I called to the Lord, and he
answered me. From deep in the realm of the dead I
called for help, and you listened to my cry.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
에서 건지셨나이다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To the roots of the mountains I sank down; the earth
beneath barred me in forever. But you, Lord my God,
brought my life up from the pit.

7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
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
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When my life was ebbing away, I remembered you,
Lord, and my prayer rose to you, to your holy temple.

3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
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8

You hurled me into the depths, into the very heart of
the seas, and the currents swirled about me; all your
waves and breakers swept over me.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
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Those who cling to worthless idols turn away from
God’s love for them.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4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
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
였나이다

9

I said, ‘I have been banished from your sight; yet I will
look again toward your holy temple.’

5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렀사오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The engulfing waters threatened me, the deep
surrounded me; seaweed was wrapped around my 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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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
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
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But I, with shouts of grateful praise, will sacrifice to you.
What I have vowed I will make good. I will say, ‘Salvation
comes from the Lord.’”

10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
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And the Lord commanded the fish, and it vomited
Jonah onto dry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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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화요일

10

믿음의 덕목
(벧후 1:5-11)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5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
을, 덕에 지식을,

9

For this very reason, make every effort to add to your
faith goodness; and to goodness, knowledge;

6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
건을,
and to knowledge, self-control; and to self-control,
perseverance; and to perseverance, godliness;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
었느니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But whoever does not have them is nearsighted and
blind, forgetting that they have been cleansed from
their past sins.

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
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Therefore, my brothers and sisters,[a] make every
effort to confirm your calling and election. For if you do
these things, you will never stumble,

7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적용 Application

and to godliness, mutual affection; and to mutual
affection, love.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1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
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
에게 주시리라
and you will receive a rich welcome into the eternal
kingdom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8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For if you possess these qualities in increasing measure,
they will keep you from being ineffective and unproductive
in your knowledge of our Lord Jesus Christ.

28_새로운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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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수요일

11

항상 생각해야 할 일
(벧후 1:12-21)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12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
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
게 하려 하노라

17

So I will always remind you of these things, even
though you know them and are firmly established in
the truth you now have.

13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
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
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

18

19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
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
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For we did not follow cleverly devised stories when we
told you about the coming of our Lord Jesus Christ in
power, but we were eyewitnesses of his majes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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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
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We also have the prophetic message as something
completely reliable, and you will do well to pay attention to
it, as to a light shining in a dark place, until the day dawns
and the morning star rises in your hearts.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
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
노라
And I will make every effort to see that after my departure
you will always be able to remember these things.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We ourselves heard this voice that came from heaven
when we were with him on the sacred mountain.

because I know that I will soon put it aside, as our Lord
Jesus Christ has made clear to me.

15

묵상 Meditation

He received honor and glory from God the Father when
the voice came to him from the Majestic Glory, saying, “This
is my Son, whom I love; with him I am well pleased.”

I think it is right to refresh your memory as long as I live
in the tent of this body,

14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
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
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20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Above all, you must understand that no prophecy of
Scripture came about by the prophet’s own interpretation
of things.

2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
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
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For prophecy never had its origin in the human will, but
prophets, though human, spoke from God as they were
carried along by the Holy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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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목요일

12

거짓 선생들
(벧후 2:1-3)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1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
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
들이라
But there were also false prophets among the people,
just as there will be false teachers among you. They will
secretly introduce destructive heresies, even denying
the sovereign Lord who bought them—bringing swift
destruction on themselves.

2

32_새로운 큐티

3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
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
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
지 아니하느니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In their greed these teachers will exploit you with fabricated
stories. Their condemnation has long been hanging over
them, and their destruction has not been sleeping.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적용 Application

Many will follow their depraved conduct and will bring
the way of truth into disrepute.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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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금요일

13

하나님의 공의
(벧후 2:4-11)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4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
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8

For if God did not spare angels when they sinned, but
sent them to hell, putting them in chains of darkness
to be held for judgment;

5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
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9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
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
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if he condemned the cities of Sodom and Gomorrah by
burning them to ashes, and made them an example of
what is going to happen to the ungodly;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
통 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and if he rescued Lot, a righteous man, who was
distressed by the depraved conduct of the lawless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
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if this is so, then the Lord knows how to rescue the
godly from trials and to hold the unrighteous for
punishment on the day of judgment.

10

7

묵상 Meditation

(for that righteous man, living among them day after
day, was tormented in his righteous soul by the lawless
deeds he saw and heard)—

if he did not spare the ancient world when he brought
the flood on its ungodly people, but protected Noah, a
preacher of righteousness, and seven others;

6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
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
하거니와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This is especially true of those who follow the corrupt desire
of the flesh and despise authority. Bold and arrogant, they
are not afraid to heap abuse on celestial beings;

11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
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
니하느니라
yet even angels, although they are stronger and more
powerful, do not heap abuse on such beings when
bringing judgment on them from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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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토요일

14

거짓 교사들의 부패한 생활방식
(벧후 2:12-22)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12

13

18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
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에 그들의 속임
수로 즐기고 놀며

19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
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20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
스도를 앎으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
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21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
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
들에게 나으니라

14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
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
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15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올의 아
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삯
을 사랑하다가

16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
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17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
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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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
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
도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
을 당하며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
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
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
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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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15

[‘다윗-새벽을 깨운 사람’시리즈 70]

압살롬의 예루살렘 입성
(삼하 16:15-23 & 시 4:1-8)

(삼하 16:15-23)
15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20

Absalom said to Ahithophel, “Give us your advice. What
should we do?”

Meanwhile, Absalom and all the men of Israel came to
Jerusalem, and Ahithophel was with him.
21
16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새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
이여 만세 하니
Then Hushai the Arkite, David’s confidant, went to
Absalom and said to him, “Long live the king! Long live
the king!”

17

18

19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
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
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Furthermore, whom should I serve? Should I not serve
the son? Just as I served your father, so I will ser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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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
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
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
니이다
Hushai said to Absalom, “No, the one chosen by the Lord,
by these people, and by all the men of Israel—his I will be,
and I will remain with him.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
가 남겨 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
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
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
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
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Ahithophel answered, “Sleep with your father’s
concubines whom he left to take care of the palace.
Then all Israel will hear that you have made yourself
obnoxious to your father, and the hands of everyone
with you will be more resolute.”

압살롬이 후새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
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
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Absalom said to Hushai, “So this is the love you show your
friend? If he’s your friend, why didn’t you go with him?”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
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
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
하니라
So they pitched a tent for Absalom on the roof, and he
slept with his father’s concubines in the sight of all Israel.

23

그 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
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Now in those days the advice Ahithophel gave was like
that of one who inquires of God. That was how both
David and Absalom regarded all of Ahithophel’s advice.

2022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 Dream a New Dream

_39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시 4:1-8)
1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
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Answer me when I call to you, my righteous God. Give
me relief from my distress; have mercy on me and
hear my prayer.

2

5

Offer the sacrifices of the righteous and trust in the Lord.

6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
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
리에게 비추소서
Many, Lord, are asking, “Who will bring us prosperity?”
Let the light of your face shine on us.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
하려는가 (셀라)
How long will you people turn my glory into shame?
How long will you love delusions and seek false gods?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7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
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Fill my heart with joy when their grain and new wine abound.

3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
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
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Know that the Lord has set apart his faithful servant for
himself; the Lord hears when I call to him.

4

8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In peace I will lie down and sleep, for you alone, Lord,
make me dwell in safety.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
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Tremble and do not sin; when you are on your beds,
search your hearts and be sil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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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16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
(눅 18:1-8)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1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
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5

Then Jesus told his disciples a parable to show them
that they should always pray and not give up.

2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He said: “In a certain town there was a judge who
neither feared God nor cared what people thought.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
한을 풀어 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yet because this widow keeps bothering me, I will see that
she gets justice, so that she won’t eventually come and
attack me!’”

6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And the Lord said, “Listen to what the unjust judge says.

3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
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
서 하되

7

And there was a widow in that town who kept coming to
him with the plea, ‘Grant me justice against my adversary.’

4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
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
고 사람을 무시하나
“For some time he refused. But finally he said to himself,
‘Even though I don’t fear God or care what people think,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
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
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And will not God bring about justice for his chosen ones,
who cry out to him day and night? Will he keep putting
them off?

8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
어 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I tell you, he will see that they get justice, and quickly.
However, when the Son of Man comes, will he find faith
on th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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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주의 강림을 기억하라
(벧후 3:1-4)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1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
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3

Above all, you must understand that in the last days scoffers
will come, scoffing and following their own evil desires.

Dear friends, this is now my second letter to you. I have
written both of them as reminders to stimulate you to
wholesome thinking.

2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
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
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I want you to recall the words spoken in the past by the
holy prophets and the command given by our Lord and
Savior through your apost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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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4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They will say, “Where is this ‘coming’ he promised?
Ever since our ancestors died, everything goes on as it
has since the beginning of creation.”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022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 Dream a New Dream

_45

MAY

수요일

18

하나님의 시간
(벧후 3:5-9)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5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
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
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8

But do not forget this one thing, dear friends: With the
Lord a day is like a thousand years, and a thousand
years are like a day.

But they deliberately forget that long ago by God’s
word the heavens came into being and the earth was
formed out of water and by water.

9
6

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
로 멸망하였으되
By these waters also the world of that time was
deluged and destroyed.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 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
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
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
하시느니라
The Lord is not slow in keeping his promise, as some
understand slowness. Instead he is patient with you,
not wanting anyone to perish, but everyone to come to
repentance.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7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
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
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
하여 두신 것이니라
By the same word the present heavens and earth are
reserved for fire, being kept for the day of judgment and
destruction of the ungod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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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날
(벧후 3:10-13)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 같이 오리니 그 날
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
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
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2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
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
과 경건함으로
Since everything will be destroyed in this way, what
kind of people ought you to be? You ought to live holy
and godly l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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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as you look forward to the day of God and speed its
coming. That day will bring about the destruction of the
heavens by fire, and the elements will melt in the heat.

But the day of the Lord will come like a thief. The
heavens will disappear with a roar; the elements will
be destroyed by fire, and the earth and everything done
in it will be laid bare.

11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
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적용 Application

But in keeping with his promise we are looking forward to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where righteousness dwells.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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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
(벧후 3:14-18)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14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17

So then, dear friends, since you are looking forward to
this, make every effort to be found spotless, blameless
and at peace with him.

15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
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Bear in mind that our Lord’s patience means salvation,
just as our dear brother Paul also wrote you with the
wisdom that God gave him.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
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Therefore, dear friends, since you have been
forewarned, be on your guard so that you may not be
carried away by the error of the lawless and fall from
your secure position.

18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
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But grow in the grace and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To him be glory both now and
forever! Amen.

적용 Application

16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
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
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He writes the same way in all his letters, speaking
in them of these matters. His letters contain some
things that are hard to understand, which ignorant and
unstable people distort, as they do the other Scriptures,
to their own de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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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영혼이 잘 됨같이
(요삼 1:1-4)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1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
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3

The elder, To my dear friend Gaius, whom I love in the truth.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It gave me great joy when some believers came and
testified about your faithfulness to the truth, telling how
you continue to walk in it.

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
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Dear friend, I pray that you may enjoy good health
and that all may go well with you, even as your soul is
getting along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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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적용 Application

I have no greater joy than to hear that my children are
walking in the truth.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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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22

[‘다윗-새벽을 깨운 사람’시리즈 71]

후새의 계략과 아히도벨의 죽음
(삼하 17:1-23)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또 후새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
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
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
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
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죽이고

9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
이다 하니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
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
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10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
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
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
도 용사인 줄 앎이니이다

11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
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
가 사람 만 이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
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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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
게 여기더라

5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새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6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
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
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12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
를 이슬이 땅에 내림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 두지 아니할 것이요

7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
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13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
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
들여서 그 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
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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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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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
렉 사람 후새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
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15

이에 후새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
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
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16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
기를 오늘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
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
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17

그 때에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사람이 볼까
두려워하여 감히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느
로겔 가에 머물고 어떤 여종은 그들에게 나와
서 말하고 그들은 가서 다윗 왕에게 알리더니

18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
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
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19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
를 덮고 찧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20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
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
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21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
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
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
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
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22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
널새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
한 자가 없었더라

23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
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매 그의 조상의 묘에 장
사되니라

2022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 Dream a New Dream

_57

MAY

월요일

23

명철한 자의 마음
(잠 14:33-35)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33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
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Wisdom reposes in the heart of the discerning and
even among fools she lets herself be known.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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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
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
니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A king delights in a wise servant, but a shameful
servant arouses his fury.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적용 Application

Righteousness exalts a nation, but sin condemns any
people.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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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24

형제들의 증언
(요삼 1:5-8)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5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
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7

Dear friend, you are faithful in what you are doing
for the brothers and sisters,[a] even though they are
strangers to you.

6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
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
송하면 좋으리로다
They have told the church about your love. Please send
them on their way in a manner that honors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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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
방인에게 아무 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It was for the sake of the Name that they went out,
receiving no help from the pagans.

8

그러므로 우리가 이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We ought therefore to show hospitality to such people
so that we may work together for the truth.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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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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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것을 본받으라
(요삼 1:9-15)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9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13

I have much to write you, but I do not want to do so with
pen and ink.

I wrote to the church, but Diotrephes, who loves to be
first, will not welcome us.
14
10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
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
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
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So when I come, I will call attention to what he is doing,
spreading malicious nonsense about us. Not satisfied
with that, he even refuses to welcome other believers.
He also stops those who want to do so and puts them
out of the church.

11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뵈옵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
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
여 말하리라
I hope to see you soon, and we will talk face to face.

15

평강이 네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네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Peace to you. The friends here send their greetings.
Greet the friends there by name.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Dear friend, do not imitate what is evil but what is good.
Anyone who does what is good is from God. Anyone
who does what is evil has not seen God.

12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
도 증거를 받았으매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
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Demetrius is well spoken of by everyone—and even
by the truth itself. We also speak well of him, and you
know that our testimony is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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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 도를 위하여
(유 1:1-4)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1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
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3

Jude, a servant of Jesus Christ and a brother of James,
To those who have been called, who are loved in God
the Father and kept for Jesus Christ:

2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
지어다
Mercy, peace and love be yours in abundance.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
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
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Dear friends, although I was very eager to write to you
about the salvation we share, I felt compelled to write
and urge you to contend for the faith that was once for
all entrusted to God’s holy people.

4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
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
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재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For certain individuals whose condemnation was
written about[b] long ago have secretly slipped in
among you. They are ungodly people, who pervert the
grace of our God into a license for immorality and deny
Jesus Christ our only Sovereign and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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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역과 하나님의 심판
(유 1:5-10)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5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
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8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In the very same way, on the strength of their dreams
these ungodly people pollute their own bodies, reject
authority and heap abuse on celestial beings.

Though you already know all this, I want to remind you
that the Lord at one time delivered his people out of
Egypt, but later destroyed those who did not believe.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
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
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
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
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And the angels who did not keep their positions of
authority but abandoned their proper dwelling—these
he has kept in darkness, bound with everlasting chains
for judgment on the great Day.

But even the archangel Michael, when he was
disputing with the devil about the body of Moses, did
not himself dare to condemn him for slander but said,
“The Lord rebuke you!”

9
6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
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7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
이 되었느니라
In a similar way, Sodom and Gomorrah and the
surrounding towns gave themselves up to sexual
immorality and perversion. They serve as an example
of those who suffer the punishment of eternal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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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
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
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Yet these people slander whatever they do not
understand, and the very things they do understand by
instinct—as irrational animals do—will destroy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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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유 1:11-19)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11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삯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 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
을 받았도다

15

Woe to them! They have taken the way of Cain; they
have rushed for profit into Balaam’s error; they have
been destroyed in Korah’s rebellion.

12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의 애찬에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16

14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
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칠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
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Enoch, the seventh from Adam, prophesied about
them: “See, the Lord is coming with thousands upon
thousands of his holy 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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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
느니라
These people are grumblers and faultfinders;
they follow their own evil desires; they boast about
themselves and flatter others for their own advantage.

17

They are wild waves of the sea, foaming up their
shame; wandering stars, for whom blackest darkness
has been reserved forever.

묵상 Meditation

to judge everyone, and to convict all of them of all the
ungodly acts they have committed in their ungodliness,
and of all the defiant words ungodly sinners have
spoken against him.”

These people are blemishes at your love feasts, eating
with you without the slightest qualm—shepherds who
feed only themselves. They are clouds without rain,
blown along by the wind; autumn trees, without fruit
and uprooted—twice dead.

13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
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
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
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But, dear friends, remember what the apostles of our
Lord Jesus Christ foretold.

18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
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
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They said to you, “In the last times there will be scoffers
who will follow their own ungodly desires.”

19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
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These are the people who divide you, who follow mere
natural instincts and do not have the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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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29

[‘다윗-새벽을 깨운 사람’시리즈 72]

다윗의 반격
(삼하 17:24-29 & 삼하 18:1-8)

(삼하 17:24-29)
24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
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28

brought bedding and bowls and articles of pottery. They
also brought wheat and barley, flour and roasted grain,
beans and lentils,

David went to Mahanaim, and Absalom crossed the
Jordan with all the men of Israel.

25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
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
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
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
이더라
Absalom had appointed Amasa over the army in place
of Joab. Amasa was the son of Jether, an Ishmaelite
who had married Abigail, the daughter of Nahash and
sister of Zeruiah the mother of Joab.

26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
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29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
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honey and curds, sheep, and cheese from cows’ milk
for David and his people to eat. For they said, “The
people have become exhausted and hungry and thirsty
in the wilderness.”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
에 진 치니라
The Israelites and Absalom camped in the land of Gilead.

27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
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
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
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가
When David came to Mahanaim, Shobi son of Nahash
from Rabbah of the Ammonites, and Makir son of
Ammiel from Lo Debar, and Barzillai the Gileadite
from Roge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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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하 18:1-8)
1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David mustered the men who were with him and
appointed over them commanders of thousands and
commanders of hundr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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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삼분의 일은
요압의 휘하에, 삼분의 일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삼분
의 일은 가드 사람 잇대의 휘하에 넘기고 왕
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
께 나가리라 하니

5

The king commanded Joab, Abishai and Ittai, “Be
gentle with the young man Absalom for my sake.” And
all the troops heard the king giving orders concerning
Absalom to each of the commanders.

David sent out his troops, a third under the command
of Joab, a third under Joab’s brother Abishai son of
Zeruiah, and a third under Ittai the Gittite. The king told
the troops, “I myself will surely march out with you.”

6
3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
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
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
라 왕은 우리 만 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
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백 명씩 천 명씩 대를 지어 나가
는지라
The king answered, “I will do whatever seems best to
you.” So the king stood beside the gate while all his men
marched out in units of hundreds and of thous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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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David’s army marched out of the city to fight Israel, and
the battle took place in the forest of Ephraim.

7

But the men said, “You must not go out; if we are forced
to flee, they won’t care about us. Even if half of us die, they
won’t care; but you are worth ten thousand of us. It would
be better now for you to give us support from the city.”

4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
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
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 날 그 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이만
명에 이르렀고
There Israel’s troops were routed by David’s men, and the
casualties that day were great—twenty thousand men.

8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 날
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
았더라
The battle spread out over the whole countryside, and the
forest swallowed up more men that day than the s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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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하나임의 하나님
(창 32:1-12)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8

2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
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
라 하였더라

9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
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
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
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
리라 하셨나이다

3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
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10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
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11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
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
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4

5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
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
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
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 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
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12

74_새로운 큐티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를 만난지라

1

6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백 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7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
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
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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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거룩한 믿음
(유 1:20-25)

[베드로전후서/요한삼서/유다서] 선한 것을 본받으라
20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
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
도하며

23

But you, dear friends, by building yourselves up in your
most holy faith and praying in the Holy Spirit,

21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
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을 기다리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
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save others by snatching them from the fire; to others
show mercy, mixed with fear—hating even the clothing
stained by corrupted flesh.

24

keep yourselves in God’s love as you wait for the mercy
of our Lord Jesus Christ to bring you to eternal life.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To him who is able to keep you from stumbling and to
present you before his glorious presence without fault
and with great joy—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2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Be merciful to those who doubt;

25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
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
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to the only God our Savior be glory, majesty, power and
authority,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before all
ages, now and forevermore!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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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예배 가이드 ]

[나

눔]

▶ 5월 첫째주 (5/1-7)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합니다 (시 63:1-11)
▶ 5월 둘째주 (5/8-14)
압살롬의 예루살렘 입성 (삼하 16:15-23 & 시 4:1-8)
▶ 5월 셋째주 (5/15-21)
후새의 계략과 아히도벨의 죽음 (삼하 17:1-23)
▶ 5월 넷째주 (5/22-28)
다윗의 반격 (삼하 17:24-29 & 삼하 18:1-8)
▶ 6월 첫째주 (5/29-6/4)
환난 중에 담대하게 하시는 주님 (시편 27:1-14)

01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합니다
[순예배 가이드] 5월 첫째주 (5/1-7) [‘다윗-새벽을

깨운 사람’시리즈 69]
3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관찰/해석

Because your love is better than life, my lips will glorify you.

지난주 본문 요약
베냐민 지파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바후림에 도착한 다윗을 저주했습니다. 그는 다윗과 그의 신하
들에게 돌을 던지고 다윗을 향해 ‘피를 흘린자, 사악한 자’라고 부르며 저주했습니다. 그런 시므이를
다윗은 내버려두었습니다. 이후 압살롬과의 전쟁에서 끝나고 돌아온 다윗에게 시므이는 찾아와 용서
를 구합니다. 다윗은 그런 시므이를 죽이지 않겠다고 맹세합니다.

4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I will praise you as long as I live, and in your name I will lift
up my hands.

지난주 설교 나눔

5

I will be fully satisfied as with the richest of foods; with
singing lips my mouth will praise you.

황폐한 땅에서 주를 갈망합니다 (시 63:1-11)

관찰/해석
1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6

You, God, are my God, I seek you; I thirst for you,
my whole being longs for you, in a dry and parched land
where there is no water.

2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I have seen you in the sanctuary and beheld your power
and your glory.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On my bed I remember you; I think of you through the
watches of the night.

7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Because you are my help, I sing in the shadow of your wings.

*인자(3절)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하나로 마음 속 깊이 사랑을 느낌으로써 우러나오는 친절을 말합니다. 낮은 자가 높
은 자에게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보여주는 행동이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변함없이 나타
내는 충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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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해석

8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I cling to you; your right hand upholds me.

적용 (Application)
Me

Others
9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Those who want to kill me will be destroyed; they will go
down to the depths of the earth.

기도제목 (Prayer Request)
10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They will be given over to the sword and become food for jackals.

11

✽우리 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But the king will rejoice in God; all who swear by God will
glory in him, while the mouths of liars will be silenced.

✽교회 중보 기도
묵상노트

1. 세속적인 가치를 여전히 놓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낮아짐과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 진리의 말씀 앞에 더욱 깨어 있는 교회되게 하시고, 더욱 겸손의 자리를 찾아가는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3. 세상의 가치가 난무한 시대를 겸손한 주의 일꾼들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고,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의
마음 가운데 겸손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시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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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압살롬의 예루살렘 입성

[순예배 가이드] 5월 둘째주 (5/8-14) [‘다윗-새벽을

깨운 사람’시리즈 70]
17

압살롬이 후새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네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관찰/해석

Absalom said to Hushai,
“So this is the love you show your friend? If he’s your friend,
why didn’t you go with him?”

지난주 본문 요약
적들을 피해 황량한 유다 광야에 몸을 숨긴 다윗은 몹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불안에 떨며 잠 못 드는
밤에 다윗은 하나님을 떠올렸습니다. 그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던 모든 방법을 되새기고
찬양을 부르며 밤을 지새었습니다.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순간일 수록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았
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18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Hushai said to Absalom,
“No, the one chosen by the Lord, by these people, and by
all the men of Israel—his I will be, and I will remain with him.

압살롬의 예루살렘 입성
(삼하 16:15-23 & 시 4:1-8)

관찰/해석

(삼하 16:15-23)
15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19

Meanwhile, Absalom and all the men of Israel came
to Jerusalem, and Ahithophel was with him.

16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새가
압살롬에게 나갈 때에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Then Hushai the Arkite, David’s confidant, went to Absalom
and said to him,
“Long live the king! Long live the king!”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Furthermore, whom should I serve? Should I not serve the
son? Just as I served your father, so I will serve you.”

20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계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하니
Absalom said to Ahithophel,
“Give us your advice. What should we do?”

*아히도벨(삼하 16장 15절) 길로출신이자 다윗의 자문관이었던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킬 때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의 편에 서서 일하였습니다. 그는 후에 압살롬이 자신의 제안을 들어주지 않자 고향으로 돌아가 목을 매어 자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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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해석

21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 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시 4:1-8)
1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관찰/해석

Answer me when I call to you, my righteous God. Give me relief
from my distress; have mercy on me and hear my prayer.

Ahithophel answered,
“Sleep with your father’s concubines whom he left to take
care of the palace. Then all Israel will hear that you have
made yourself obnoxious to your father, and the hands of
everyone with you will be more resolute.”
2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How long will you people turn my glory into shame?
How long will you love delusions and seek false gods?

22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3

So they pitched a tent for Absalom on the roof, and he slept
with his father’s concubines in the sight of all Israel.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Know that the Lord has set apart his faithful servant
for himself; the Lord hears when I call to him.

23

그 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4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셀라)
Tremble and do not sin; when you are on your beds,
search your hearts and be silent.

Now in those days the advice Ahithophel gave was like
that of one who inquires of God. That was how both David
and Absalom regarded all of Ahithophel’s advice.

5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Offer the sacrifices of the righteous and trust in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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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해석

6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적용 (Application)
Me

Many, Lord, are asking,
“Who will bring us prosperity?”
Let the light of your face shine on us.
Others

7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Fill my heart with joy when their grain
and new wine abound.

기도제목 (Prayer Request)
✽우리 순 기도제목
이름

8

기도제목

응답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In peace I will lie down and sleep, for you alone, Lord,
make me dwell in safety.

묵상노트
✽교회 중보 기도
1. 자신의 높아짐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방식으로 나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 세상에 있으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의 방식을 추구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3. 하나님의 말씀을 참된 지혜로 여기고, 정직과 거룩을 추구하며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따르는
나라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삼하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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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순예배 가이드] 5월 셋째주 (5/15-21) [‘다윗-새벽을

깨운 사람’시리즈 71]

후새의 계략과 아히도벨의 죽음

3

지난주 본문 요약

관찰/해석

and bring all the people back to you. The death of the man you
seek will mean the return of all; all the people will be unharmed.”

후새는 피난길에 있는 다윗의 부탁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압살롬을 맞이하며 압살롬의 편에 서게 됩니다.
다윗을 몰아내고 왕이 된 압살롬은 아히도벨에게 무엇을 해야 할 지 질문합니다. 아히도벨은 다윗이 남
겨두고 간 후궁들과 동침할 것을 권합니다. 압살롬을 따르는 자들에게 힘을 실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이 일을 단행하였고, 이 사건으로 나단의 예언은 성취되어졌습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4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This plan seemed good to Absalom and to all the elders of Israel.

5

후새의 계략과 아히도벨의 죽음 (삼하 17:1-23)

관찰/해석
1

But Absalom said,
“Summon also Hushai the Arkite, so we can hear what he
has to say as well.”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이천 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Ahithophel said to Absalom,
“I would choose twelve thousand men and set out tonight
in pursuit of David.
6

2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죽이고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새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When Hushai came to him, Absalom said,
“Ahithophel has given this advice. Should we do what he says?
If not, give us your opinion.”

I would attack him while he is weary and weak.
I would strike him with terror, and then all the people with
him will flee. I would strike down only the king

*평안(3절) 전쟁이 없는 상태나 내적인 느낌 뿐 아니라 총체적인 안녕을 뜻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안녕을 뜻합니다.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 및 다른 사람과 더불어 이러한 평화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빌 4:7; 히 13: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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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해석

7

후새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11

Hushai replied to Absalom,
“The advice Ahithophel has given is not good this time.

8

또 후새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12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따르는자가운데에서
패함을당하였다할지라

14

Then even the bravest soldier, whose heart is like the heart
of a lion, will melt with fear, for all Israel knows that your
father is a fighter and that those with him are brave.

92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 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If he withdraws into a city, then all Israel will bring ropes to
that city, and we will drag it down to the valley until not so
much as a pebble is left.”

Even now, he is hidden in a cave or some other place. If he should
attack your troops first,[b] whoever hears about it will say,
‘There has been a slaughter among the troops who follow Absalom.’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앎이니이다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 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 두지 아니할 것이요
Then we will attack him wherever he may be found, and
we will fall on him as dew settles on the ground. Neither
he nor any of his men will be left alive.

13

10

관찰/해석

“So I advise you: Let all Israel, from Dan to Beersheba—as
numerous as the sand on the seashore—be gathered to
you, with you yourself leading them into battle.

You know your father and his men; they are fighters, and
as fierce as a wild bear robbed of her cubs. Besides, your
father is an experienced fighter; he will not spend the night
with the troops.

9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 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새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Absalom and all the men of Israel said,
“The advice of Hushai the Arkite is better than that of
Ahithophel.” For the Lord had determined to frustrate the good
advice of Ahithophel in order to bring disaster on Absa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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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해석

15

이에 후새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이르되
아히도벨이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고
나도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으니

18

Hushai told Zadok and Abiathar, the priests,
“Ahithophel has advised Absalom and the elders of Israel
to do such and such, but I have advised them to do so and so.

16

이제 너희는 빨리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전하기를
오늘밤에 광야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아무쪼록 건너가소서 하라
혹시 왕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몰사할까
하노라 하니라

19

Jonathan and Ahimaaz were staying at En Rogel. A female
servant was to go and inform them, and they were to go
and tell King David, for they could not risk being seen
entering the city.

94

그 집 여인이 덮을 것을 가져다가
우물 아귀를 덮고
찧은 곡식을 그 위에 널매
전혀 알지 못하더라
His wife took a covering and spread it out over the opening
of the well and scattered grain over it. No one knew
anything about it.

20

그때에요나단과아히마아스가
사람이볼까두려워하여
감히성에들어가지못하고
에느로겔가에머물고
어떤여종은그들에게나와서말하고
그들은가서다윗왕에게알리더니

관찰/해석

But a young man saw them and told Absalom. So the two
of them left at once and went to the house of a man in
Bahurim. He had a well in his courtyard, and they climbed
down into it.

Now send a message at once and tell David,
‘Do not spend the night at the fords in the wilderness;
cross over without fail, or the king and all the people with
him will be swallowed up.’”

17

한 청년이 그들을 보고 압살롬에게 알린지라
그 두 사람이 빨리 달려서
바후림 어떤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의 뜰에 있는 우물 속으로 내려가니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When Absalom’s men came to the woman at the house,
they asked, “Where are Ahimaaz and Jonathan?” The woman
answered them, “They crossed over the brook.” The men
searched but found no one, so they returned to Jerus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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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해석

21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After they had gone, the two climbed out of the well and went to
inform King David. They said to him,
“Set out and cross the river at once; Ahithophel has advised
such and such against you.”

22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새
새벽까지한사람도요단을건너지못한자가없었더라
So David and all the people with him set out and crossed the
Jordan. By daybreak, no one was left who had not crossed
the Jordan.

23

적용 (Application)
Me

Others

기도제목 (Prayer Request)
✽우리 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으매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When Ahithophel saw that his advice had not been followed,
he saddled his donkey and set out for his house in his
hometown. He put his house in order and then hanged
himself. So he died and was buried in his father’s tomb.

✽교회 중보 기도
1.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악인의 간교에 속지 아니하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있게 하여 주옵소서.

묵상노트

2. 교회를 무너지게 만들고 분열하게 만드는 유혹들로 부터 깨어있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지혜만
따르는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3. 세상적인 지혜로 성공을 쫓으며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을 통해 주시는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붙들고 나아가는 나라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새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삼하 17:14)
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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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순예배 가이드] 5월 넷째주(5/22-28) [‘다윗-새벽을

깨운 사람’시리즈 72]
26

다윗의 반격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 치니라

관찰/해석

The Israelites and Absalom camped in the land of Gilead.

지난주 본문 요약
아히도벨은 지쳐있는 다윗에게 기습하기 위해 압살롬에게 만 이천명의 군사를 달라고 합니다. 압살
롬은 이에 흡족하였으나 이후 후세의 이야기를 듣자 후세의 아첨에 넘어간 압살롬은 후세의 이야기를
따르고자 합니다. 이 일로 인해 다윗은 다음 전투를 위한 시간을 벌게 되었고, 자신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한 것 때문에 아히도벨은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27

지난주 설교 나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가
When David came to Mahanaim, Shobi son of Nahash
from Rabbah of the Ammonites, and Makir son of Ammiel
from Lo Debar, and Barzillai the Gileadite from Rogelim

다윗의 반격(삼하 17:24-29 & 삼하 18:1-8)

관찰/해석

28

(삼하 17:24-29)
24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brought bedding and bowls and articles of pottery. They
also brought wheat and barley, flour and roasted grain,
beans and lentils,

David went to Mahanaim, and Absalom crossed the Jordan
with all the men of Israel.

25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나하스의딸아비갈과동침하여그를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스루야의 동생이더라
Absalom had appointed Amasa over the army in place of
Joab. Amasa was the son of Jether, an Ishmaelite who had
married Abigail, the daughter of Nahash and sister of
Zeruiah the mother of Joab.

29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honey and curds, sheep, and cheese from cows’ milk for
David and his people to eat. For they said,
“The people have become exhausted and hungry and 		
thirsty in the wilderness.”

*마하나임(삼하 17장 24절) ‘하나님의 군대’란 뜻으로 요단 강 동쪽 갓과 므낫세 사이의 길르앗에 있던 성읍입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으나 요단 동편에 위치한 이곳은 천혜의 요새여서 비교적 전쟁을 덜 겪었으며 역사상 여러 사람의 피신지 역
할을 했음을 성경기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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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해석

(삼하 18:1-8)
1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 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4

David mustered the men who were with him and appointed over
them commanders of thousands and commanders of hundreds.

2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새
삼분의 일은 요압의 휘하에,
삼분의 일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삼분의 일은 가드 사람 잇대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만 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But the men said,
“You must not go out; if we are forced to flee, they won’t
care about us. Even if half of us die, they won’t care;
but you are worth ten thousand of us. It would be better
now for you to give us support from the city.”

100

관찰/해석

The king answered,
“I will do whatever seems best to you.”
So the king stood beside the gate while all his men
marched out in units of hundreds and of thousands.

5

David sent out his troops, a third under the command of
Joab, a third under Joab’s brother Abishai son of Zeruiah,
and a third under Ittai the Gittite. The king told the troops,
“I myself will surely march out with you.”

3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서매
모든 백성이 백 명씩 천 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The king commanded Joab, Abishai and Ittai,
“Be gentle with the young man Absalom for my sake.”
And all the troops heard the king giving orders concerning
Absalom to each of the commanders.

6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David’s army marched out of the city to fight Israel, and the
battle took place in the forest of Ephraim.

7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 날 그 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이만 명에 이르렀고
There Israel’s troops were routed by David’s men, and the
casualties that day were great—twenty thousand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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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해석

8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 날에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적용 (Application)
Me

The battle spread out over the whole countryside, and the
forest swallowed up more men that day than the sword.
Others

기도제목 (Prayer Request)
✽우리 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묵상노트

✽교회 중보 기도
1.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의 마지막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2. 어떤 상황 속에서도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진리에 굳게서는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3. 광풍과 같은 위협에도 세상의 지혜와 힘을 따르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르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나라되게 하여 주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삼하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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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환난 중에 담대하게 하시는 주님
[순예배 가이드] 6월 첫째주(5/29-6/4) [‘다윗-새벽을

깨운 사람’시리즈 73]
3

지난주 본문 요약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 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관찰/해석

Though an army besiege me, my heart will not fear; though
war break out against me, even then I will be confident.

하나님은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압살롬의 종들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이들은 무사히 다윗에게 아히도벨
의 계략을 전달합니다. 압살롬은 계속해서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불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길르앗 땅에서 막판 대결을 벌이고, 그곳에서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에게 크게 승리합니다. 다윗은 요셉과
아비새와 잇대에게 전쟁 중에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해달라고 특별히 부탁하나 요압은 압살롬을 죽입니다.
지난주 설교 나눔

4

One thing I ask from the Lord, this only do I seek: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gaze
on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seek him in his temple.

환난 중에 담대하게 하시는 주님(시편 27:1-14)

관찰/해석
1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The Lord is my light and my salvation—whom shall I fear? 		
The Lord is the stronghold of my life—of whom shall I be afraid?
5

2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For in the day of trouble he will keep me safe in his 		
dwelling; he will hide me in the shelter of his sacred tent
and set me high upon a rock.

When the wicked advance against me to devour me, it is
my enemies and my foes who will stumble and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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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해석

6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9

Then my head will be exalted above the enemies who 		
surround me; at his sacred tent I will sacrifice with shouts
of joy; I will sing and make music to the Lord.

7

여호와여
내가 소리 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My heart says of you,
“Seek his face!”
Your face, Lord, I will s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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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해석

Do not hide your face from me, do not turn your servant
away in anger; you have been my helper.
Do not reject me or forsake me, God my Savior.

10

Hear my voice when I call, Lord;
be merciful to me and answer me.

8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Though my father and mother forsake me,
the Lord will receive me.

11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시고
내 원수를 생각하셔서
평탄한 길로 나를 인도하소서
Teach me your way, Lord; lead me in a straight path 		
because of my oppres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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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해석

12

내 생명을 내 대적에게 맡기지 마소서
위증자와 악을 토하는 자가 일어나
나를 치려 함이니이다

적용 (Application)
Me

Do not turn me over to the desire of my foes, for false 		
witnesses rise up against me, spouting malicious accusations.
Others

13

내가 산 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I remain confident of this: I will see the goodness of the
Lord in the land of the living.

기도제목 (Prayer Request)
✽우리 순 기도제목
이름

14

기도제목

응답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Wait for the Lord; be strong and take heart and wait for the Lord.

✽교회 중보 기도
*산 자들의 땅(13절) ‘산 자들의 땅’은 ‘이생’ 또는 ‘내가 아직 살아 있는 동안’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분명히 시련을 겪고 있지
만 현재 삶에서 하나님이 시련을 통과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묵상노트

1. 환난 중에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실하게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2. 인생의 광야 시즌을 지나고 있는 순원들을 위해 기도하며, 함께 울어주고, 말씀으로 격려하며,
서로 사랑하는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3. 우리의 중보를 통하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속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시 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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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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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 수련회’ 간증문

제 마음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김성아A 성도 (청년 1부)

유연승 성도 (청년1부)

저는 청소년 이후 처음으로 교회 수련회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기대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고 수련회
에 참석하기 전에 마음에 갈등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의 자리를 놓치면 안 된다는 마음을 계속 주셨
고,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 주셔서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
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수련회를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번 리트릿을 통해 하나님
의 계획은 더 위대하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2019년 새로
운 교회에 처음 오게 되어 2020년 청년부 수련회에 처음으로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첫날은 한 홍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요셉이 어떻게 꿈의 사람이 되었는
지’, ‘꿈의 사람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한 기준을 세워 주셨고, 둘째 날에
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의 믿음보다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뤄 나갔다는
말씀을 들으며 큰 믿음을 사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배우다, 하나님을 배
우다’라는 주제로 이요셉 작가님의 주제 강의를 들었는데, 제가 평소에 고민하고 있
었던 부분을 정확하게 집어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은 배우자를 선택할 때 어떤 가치관
으로 선택하는지 깨닫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관이 다시 자리 잡히는 유익한 시
간이었습니다. 수련회 마지막 날도 저에게 큰 찔림의 시간이었으며 동시에 큰 은혜가
넘쳤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세 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수련회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셋째 날까지 세 번이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에
대해 갈등했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실 때 저의 마음이 하나님
이 아닌 세상을 향해 있었다는 깊은 찔림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 때문
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흔들렸던 순간을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서는 늘 같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셨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
을 깨닫고 나니, 베드로처럼 제가 주님을 너무 많이 사랑하고, 주님께서 이미 제 마음
을 아신다는 고백이 나왔습니다. 동시에 제 마음에 중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지 않
고 신앙의 흔들림 없이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전염병으로 인해
수련회를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코로나19가 종식되길 바라며 수
련회에 대한 기대와 열망을 키워나갔습니다. 올해 상반기 수도권 일일 확진자가
50만 명을 돌파하는 걸 지켜보며, 올해도 역시 수련회를 진행하는 건 당연히 힘들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수련회가 진행되기 힘들 것이란 판단은 저의 생각일 뿐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몇몇 청년들이 수련회 전에 코로나에 확진되기도 했
지만 어떤 면에서는 수련회 전에 확진된 것이 다행이라고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말
끔히 털어내고 보다 좋은 컨디션으로 참석하게 된 것이었죠. 모든 것이 은혜였습
니다. 저는 시작 전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모이기에 힘
쓰는 우리 청년1부는 다 같이 모여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
니다. 무박 3일로 진행되어 집에 가야 하는 시간이 될 때마다 정말 아쉬웠지만, 그
시간 덕분에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뜨거운 현
장 기도회였습니다.
수련회 전과 후 저의 모습은 확실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매 순간 삶이 참 불안정하
다고 느껴왔던 제가 어느 순간 두려움을 조금 내려놓고 담대한 마음으로 한 걸음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세운 계획보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나아가려는 믿
음이 저의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전히 불타오르는 은혜를 잘 간직하고, 어두
운 세상 속 빛이 되길 소망하며, 더욱 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순간 흔들리고 타협하고자 하는 약하고 작은 제게 성숙한 믿음을 갖
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며,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항상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능히 이 세상의 시험과 고난을 이
겨낼 수 있게 하시는 나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기를 소망하며 항상 주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결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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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망을 감사로 바꿔주신 하나님
이예린B 성도 (청년 1부)
‘New Dream New Way!’ 2년 만의 수련회이기에 그 뜨거운
은혜의 자리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컸습니다. 순원들에
게도 함께 은혜받자며 권면하고, 프로그램팀으로 섬기면서 더
욱 수련회가 기대되었고, 찬양팀 찬양곡들을 묵상하며 하나님
이 청년1부에게 부어 주실 사랑을 미리 느끼며 기도로 중보했
었습니다.
그렇게 사모하며 열심히 준비하던 와중에 수련회 이틀 전, 코로나 ‘양성’ 확진으로
인해 수련회에 참여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주저 앉아 엉엉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필 왜 지금이고! 왜 나여야만! 하냐고 너무나
기대했기에 하나님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저 때문에 당황스러울 순원
들, 프로그램팀, 찬양팀에게도 미안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수련회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시는 내
아버지시라는 것을, 하나님을 원망하는 연약한 자이지만, 더 크신 사랑을 부어주심
에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수련회 설교 중에 목사님이 하신 말씀처럼 아마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지 못하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 계속 흔들리더라도 경륜이 찰 때까
지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이 될 수 있게 계속해서
신앙의 여정을 쌓아 나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
니다. 사랑해요.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울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예비
하심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알려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귀가 후에 공동체 목
사님과 통화하는데 목사님께서 “이 상황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더 크신 계획을 기대함으로 기도해봐요.”라고 말씀해 주셨고,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원망의 말들로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제 입술
의 원망들을 ‘감사 기도’로 바꿔주셨고 그 순간 제가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을 고백하
게 하셨습니다.
저와 함께 마음 아파해주고 위로해주는 귀한 동역자들, 후회 없이 정말 열정적으로
수련회를 준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 쉬지 않고 달려온 저에게 주시는 휴식의 시
간, 더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했
습니다. 감사 기도 후에는 마음이 너무나 가벼워졌고, 하나님께서 이 이해 안 되는
상황을 통해 보여주실 은혜를 기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온라인으로 수련회에 함께 참여 했습니다. 비대면 시
대에 발맞춰서 제가 맡은 프로그램을 비대면 줌을 활용해서 진행했고, 설교와 기도
까지 모두 유튜브 실시간 영상으로 방구석에서 조용하게 하지만 너무 뜨겁고 더 강
렬하게 수련회를 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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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꿈을 바라보는 삶으로의 변화
박혜란B 성도 (청년 2부)

수련회를 가기 전 저의 마음은 이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고난
으로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지금까지 직장
을 구할 때, 이직할 때 단 한 번도 어려움을 겪어보지 못했는
데, 이번처럼 이상하리만큼 상황이 꼬이고 어려운 때는 처음
이라서 하나님께 제가 가야할 길이 무엇이지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수련회를 가게 된다
는 소식을 들었고, <New dream, New way>의 주제처럼 하나님께서 이 수련회
를 통해 저에게 뭔가 말씀하시리라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한 것의 첫 단추부터 완전히 잘못 됐음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수련회
를 통해 공동체와 함께함이 기쁜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저의 부끄러움으로 너무
괴롭기도 했습니다. 괴로움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저를 다 아시기 때문에 나
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던 것이고, 그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
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번 수련회는 New dream,
New way의 답을 찾아가는 시간이었고 제 시선이 하나님 나라로 옮겨지는 시간
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제 삶에 예배를 회복해 주신 작년에 이어서, 새로
운 꿈을 바라보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올해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가게 된 수련회에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하는 기
쁨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수련회를 통해 저의 채움 만을 바라봤는데, 하나님
께서 준비팀에 들어가게 하셔서 저의 채움보다 공동체의 채움을 소망하고 기대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수련회에 가기 전 제 마음에 가득했던 근심이 생각나
지 않고, 그저 공동체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목사님 설교 중에 성전 기초가 놓였을 때 들린 두 개의 소리에 대해 말씀하셨는
데, 하나는 솔로몬 때 성전을 보았던 이전 세대의 통곡의 소리, 다른 하나는 새로
운 세대의 기쁨의 소리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새로운 세대였기에 이 수련회가
그저 기쁘기만 했었습니다. 그리고 통곡하고 있을 이전 세대가 생각났습니다.
코로나 시국이 길어지면서 공동체에서 자리를 지키기 쉽지 않았을 텐데, 그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에 순종하며 지켜왔기에 지금 제가 이 수련회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음이 감사하게 느껴졌습니다. 스스로 영광 받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하게 하심이 은혜임을 느끼게 되
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서를 주제로 한 설교를 들으며 나에게 꿈이 무엇인지, 꿈이 어디
를 향해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직장을 구할 때 연봉이나 일하는 조건이
좋은지가 우선이었고, 재정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많은 것이 잘못되어 있는 제
진짜 모습을 마주하고, 저의 시선이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었으며 하나님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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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 수련회’ 간증문

‘청년부 수련회’ 간증문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는 삶
용사라 성도 (청년 2부)

2020년 코로나 이 후 한동안 청년 1부도 청년 2부도 아닌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줌으로 드리는 예배에 익숙해지
면서 오히려 교회에 나오는 것이 어색해지고 대예배만 드리
는 것이 당연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다 못한 성령님
께서는 동역자들과의 나눔과 함께 뜨겁게 예배를 드리던 순
간들을 그리워하게 하셨고 그렇게 2021년 가을, 저는 다시
청년 2부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청년의 때를, 공
동체를 사랑하고 교제하며 뜨겁게 예배하고 이 청년의 때를 마음껏 누리자는 결
심이 생겼습니다.

수련회는 끝났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제가 받은 기쁨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계십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며 주님이 원하시는 꿈을
꾸고 주님이 전적으로 주관하시는 삶을 살며, 하나님을 마음껏 기뻐하는 삶을
꿈꾸고 있습니다. 주신 삶의 모든 자리와 모든 순간마다 기뻐함의 은혜를 놓치
지 않길 소망합니다. 다음 수련회에는 또 어떤 기쁨과 은혜를 주실까? 사뭇 기대
가 됩니다. 그간 막혀 있던 많은 제약들이 풀어지는 지금의 때에 다시금 교회 안
에 청년들의 힘찬 찬양과 하나님을 기뻐하고 말씀을 나누는 아름다운 소리들이
가득가득 차오르게 되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공동체를 향한 마음이 활활 타오르고 있던 시점에 들려온 이번 수련회는
정말 기대가 되고 설렐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련회 가는 주간 내내 새벽까지 일
을 하며 피곤에 절어 있던 제가 혹여라도 잠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준비팀을
맡고 지체를 픽업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큰 은혜속에 드디어 수련회에 참여하
게 되었습니다. 찬양 중에 신나게 춤을 추며 에스라서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
서, “하나님 제가 이번 수련회에서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 하실까요?”라며
기도를 했습니다. 제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을 마음껏 기뻐하며 누
리렴!”하고 제게 감동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정말, 마음껏
즐겁게 뛰어 예배 할 수 있었습니다.
에스라서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과 목적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니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시간을 충만하게 기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가장 큰 방해였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
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늘 주님과 깊이 대화하고 허락된 모든 순간을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에게 가장 원하시는 삶의 예배라는 것. 그리
고 이 예배는 그 무엇보다도 저를 기쁘게 만든다는 것을 알게 하신 수련회의 모
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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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새로운교회 비전성경

성 |경 |일 |독 |표

성경적으로 건강한 가정을 세우는

새로운부부학교
믿음의 가정이란, 문제가 없는 가정이 아니라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하고 성숙해가는 가정입니다.

DAY

날짜

통독범위

체크

47일

5/2

삼하 11 - 삼하 20

□

48일

5/3

삼하 21 - 왕상 2

□

49일

5/4

왕상 3 - 왕상 11

□

50일

5/6

왕상 12 - 왕상 22

□

51일

5/7

왕하 1 - 왕하 8

□

52일

5/9

왕하 9 - 왕하 17

□

53일

5/10

왕하 18 - 왕하 25

□

54일

5/11

대상 1 - 대상 10

□

55일

5/12

대상 11 - 대상 29

□

56일

5/13

대하 1 - 대하 10

□

57일

5/14

대하 11 - 대하 24

□

58일

5/16

대하 25 - 대하 36

□

59일

5/17

스 1 - 스 10

□

60일

5/18

느 1 - 느 13

□

61일

5/19

에1-욥3

□

62일

5/20

욥 4 - 욥 27

□

63일

5/21

욥 28 - 욥 42

□

64일

5/23

시 1 - 시 41

□

65일

5/24

시 42 - 시 72

□

66일

5/25

시 73 - 시 89

□

67일

5/26

시 90 - 시 106

□

68일

5/27

시 107 - 시 150

□

69일

5/28

잠1-잠9

□

70일

5/30

잠 10 - 잠 22

□

71일

5/31

잠 23 - 잠 31

□

‘새로운부부학교’는 남편과 아내가
성경적으로 건강한 가정 공동체를 형성하고
믿음의 명문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학교입니다.
삶의 여러 문제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하고 성숙해가는
방법을 배우는 새로운부부학교에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 일시: 5월 14일(토) - 6월 18일(토) 6주간, 오전 9시 30분 - 오후 12시 30분
· 장소: 새로운홀 (6층) · 대상: 부부 또는 기혼자 (부부 중 한 분만도 신청 가능)
· 회비: 1인 3만원 (부부 개인별로 등록)
*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만 3세 이상 차일드케어 가능합니다.

일

5/1 4 (1주차)

주

제

강

사

사랑의 하모니

한 홍 담임목사

성경적 원리로 돌아가기

강정현 사모

5/21 (2주차)

관계 새롭게 하기

민경수 목사

5/28 (3주차)

건강한 의사소통 및 부부대화

박인경 코치

6/04 (4주차)

한 몸의 비밀

이종태 목사

6/1 1 (5주차)

건강한 가정 세우기(기도하는 부부)

박현숙 간사

6/18 (6주차)

하프타임(부부가 설계하는 인생후반전)

5월 수요기도예배
5/04 [김정현 목사]
5/18 [김소리 목사]

‘가정’

5/11 [이성훈 목사]
5/25 [강정현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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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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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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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
우면동 한라아파트 5:45
교회 출발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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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