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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자들로 충분하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다시 열린 겨울성령부흥집회의 열기는 용광로처럼 뜨

거웠습니다. 더케이호텔을 가득 메운 성도들의 불같은 기도의 열기는 성령께

서 우리 교회에 새로운 부흥의 시즌을 열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무지개와 같

았습니다. 이번 부흥회의 주제는 “남은 자들로 충분하다”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천5백년전, 바벨론 제국은 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젊고 강건

한 용사들은 다 죽이고, 왕족과 귀족과 부자와 학자들, 젊고 아름다운 여인들

은 다 포로로 끌고 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대 땅에는 인구의 1/10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사야는 초토화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상황을 아름드리 큰 나무

들이 베임을 당한 뒤에 밑동만 덩그러니 남아 있는 “그루터기(Stump)”에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에 남아있

던 그루터기 같은 사람들을 성경은 “남은 자들 (Remnants)”라고 부릅니다.  이사야서를 비롯하여 구약성경 

곳곳에는 “남은 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 남은 자들은 대부분 병들었거나, 늙었거나,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있듯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떠나지 못하고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병든 몸을 추스르

며 끝까지 그 땅을 지켰습니다. 70년 포로생활 후에 돌아온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이들 남은 자들은 새 이스

라엘을 회복시키게 됩니다.

인간적인 기준으로만 보면, “아휴 이 사람들 가지고 뭘 해?” 하는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런 사람들인데, 하나

님께서는 그들을 통해 소망의 새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사야의 때로부터 5백 년 뒤, 신약성경의 초대교회 

초창기 구성원들도 바로 이런 이사야가 말한 그루터기 “남은 자들”처럼 볼품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

다.  핍박과 고난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세상에서 잘나가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믿지 않거나 신앙이 좀 있던 

사람들도 대부분 배교해 버렸습니다.  남은 성도들의 반 이상은 노예였고, 나머지도 사회 최하류층들, 가난하

고 병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들이 자신들의 주인들을 전도하고, 남편들을 전도하고, 자신

들을 감시하고 핍박하던 군인들을 전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로마는 군대가 서서히 복음화되고, 상류층 귀부

인들도 서서히 복음화되더니, 3백 년 만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남은 자들은 세상적 스펙이 형편없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역사가 이뤄지면 하나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

게 됩니다. 남은 자들은 세상적 시각에서는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오히려 영적인 저력이 있습니다.  남은 자의 

특징은 역경을 견뎌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잠깐 데이트하고 헤어지는 연인이 아닌 영원히 헌신할 

신부를 찾으십니다.  영원히 헌신할 신부는 어떤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랑의 손을 놓지 않는 사람입니

다.  그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예수님 곁에도 한 때 구름떼같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으나, 주님이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시자 다 떠나고 열두 제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훗날 성령 받고 세상을 변화시

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에 “남은 자들”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아닌 그들에게 남아 있는 것들, 남아 있

는 자들로 축복하십니다.  언제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실 때는, 우리에게 남은 것들로 시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남아 있는 친구들, 남아 있는 얼마 안 되는 돈,…우리 눈에 보기엔 “이걸로 뭘 하나” 싶지만 하나님

께서는 남은 것들로 충분하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에게 남은 것으로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은 남은 자들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Q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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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네버엔딩 그레이스 

1 주일 [신정] 네버엔딩 그레이스 [엡 2:1-10]

2 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고전 15:1-11]

3 화 D-1) 야곱과 요셉의 감격적인 재회 [창 46:4-6 & 28-30]

4 수 D-2) 야곱 일족이 애굽에 정착하다 [창 46:31-34 & 47:1-6]

5 목 D-3)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다 [창 47:7-12 & 29-30]

6 금 D-4)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창 48:1-9]

7 토 D-5) 이상적인 교회 [행 2:41-47]

8 주일 혼인잔치 [마 22:1-14]

9 월 하나님의 지혜 [고전 1:19-25]

10 화 D-6) 엇갈린 두 손의 비밀 [창 48:10-22]

11 수 D-7)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다 [창 49:24-26]

12 목 D-8) 야곱이 열 두 아들들을 축복하다 [창 49:1-2 & 28]

13 금 D-9) 야곱의 죽음 [창 49:29-33]

14 토 D-10)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사십시오 [창 50:1-11]

15 주일 방주 [히 11:7 & 창 6:17-20]

16 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고전 12:12-27]

17 화 D-11) 고통스런 기억으로부터의 치유 (1) [창 50:12-20]

18 수 D-12) 고통스런 기억으로부터의 치유 (2) [창 50:20-26 & 롬 8:28]

19 목 D-13) 모세의 탄생 [행 7:17-29]

20 금 D-14) 모세를 부르심 [행 7:30-38]

21 토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시 96:1-13]

22 주일 편지 [고후 3:1-6]

23 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딤후 3:14-17]

24 화 새 힘을 얻으리니 [사 40:27-31]

25 수 D-15) 백성이 군대가 되어 출애굽하다 [출 12:29-42]

26 목 D-16) 홍해 앞으로 [출 14:1-14]

27 금 D-17) 홍해를 건너다 [출 14:15-31]

28 토 D-18) 승리의 찬양 (1) [출 15:1-2]

29 주일 기도하는 집 [사 56:7 & 행 1:12-14 & 행 2:1-4]

30 월 성도를 위한 기도 [골 1:9-14]

31 화 D-19) 승리의 찬양 (2) [출 15:3-21]

SCHE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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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QT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묵상(경건의 시간, QT)이란

QT는  0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02.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03.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찬양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본문 말씀을 2~3회 정도 읽은 후, 특별히 마음에 와 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내

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

오. 또한 묵상(Medi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혹은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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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QTQUIE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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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

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과 이웃, 사회와 나라,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1. 회개

자신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

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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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1)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외 모든 위정자와 정부 기관 위에 하나님

 의 공의와 섬김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찬양과 기도

GUIDE

중보기도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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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새로운QT

순예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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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5)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경험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6)  부부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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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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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네버엔딩 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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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엔딩 그레이스
엡 2:1-1001

주일

1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As for you,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2 그 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

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in which you used to live when you followed the ways of 
this world and of the ruler of the kingdom of the air, the 
spirit who is now at work in those who are disobedient. 

3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

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

었더니

 All of us also lived among them at one time, gratifying 
the cravings of our flesh[a] and following its desires and 
thoughts. Like the rest, we were by nature deserving of 
wrath. 

SAEROUN QT [신년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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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But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God, who is rich in 
mercy,

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made us alive with Christ even when we were dead in 
transgressions—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6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And God raised us up with Christ and seated us with him 
in the heavenly realms in Christ Jesus,

새로운QT네버엔딩 그레이스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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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

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

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in order that in the coming ages he might show the 
incomparable riches of his grace, expressed in his 
kindness to us in Christ Jesus.

8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and this is not from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SAEROUN 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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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

하지 못하게 함이라 

 not by works, so that no one can boast. 

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

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For we are God’s handiwork, created in Christ Jesus to do 
good works, which God prepared in advance for us to 
do.

새로운QT네버엔딩 그레이스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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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고전 15:1-1102

월

1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

운데 선 것이라

2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

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

을 받으리라

3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

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4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

시 살아나사 

5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열두 제자에게와

6 그 후에 오백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고 어떤 사

람은 잠들었으며

 

SAEROUN QT



13

7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8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10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

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의 은혜로라

11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

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새로운QT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네버엔딩 그레이스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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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과 요셉의 
감격적인 재회
창 46:4-6 & 28-30

03
화

(창 46:4-6)

4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I will go down to Egypt with you, and I will surely bring 
you back again. And Joseph’s own hand will close your 
eyes.”

5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

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

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Then Jacob left Beersheba, and Israel’s sons took their 
father Jacob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wives in the 
carts that Pharaoh had sent to transport him. 

6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

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함께 애굽

으로 갔더라

 So Jacob and all his offspring went to Egypt, taking 
with them their livestock and the possessions they had 
acquired in Canaan. 

SAEROUN QT



15

(창 46:28-30)

28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Now Jacob sent Judah ahead of him to Joseph to get 
directions to Goshen. When they arrived in the region of 
Goshen,

29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Joseph had his chariot made ready and went to Goshen 
to meet his father Israel. As soon as Joseph appeared 
before him, he threw his arms around his father[h] and 
wept for a long time.

30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

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Israel said to Joseph, “Now I am ready to die, since I have 
seen for myself that you are still alive.”

새로운QT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1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네버엔딩 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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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 일족이 애굽에 
정착하다
창 46:31-34 & 47:1-6

04
수

(창 46:31-34)

31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

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

이 내게로 왔는데

 

32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

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33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

냐 묻거든

 

34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

에 살게 되리이다

(창 47:1-6) 

1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버

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SAEROUN 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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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3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

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

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고

4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

이 심하여 종들의 양 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

이 이 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

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5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6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

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

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새로운QT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2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네버엔딩 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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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다
창 47:7-12 & 29-30

05
목

(창 47:7-12)

7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

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Then Joseph brought his father Jacob in and presented 
him before Pharaoh. After Jacob blessed Pharaoh,

8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Pharaoh asked him, “How old are you?”

9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

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

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And Jacob said to Pharaoh, “The years of my pilgrimage 
are a hundred and thirty. My years have been few 
and difficult, and they do not equal the years of the 
pilgrimage of my fathers.”

10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Then Jacob blessed Pharaoh and went out from his 

presence.

11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

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

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So Joseph settled his father and his brothers in Egypt 
and gave them property in the best part of the land, the 
district of Rameses, as Pharaoh directed. 

SAEROUN 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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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

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

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

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Joseph also provided his father and his brothers and 
all his father’s household with food,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ir children.

(창 47:29-30)

29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

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

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

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

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When the time drew near for Israel to die, he called for 
his son Joseph and said to him,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put your hand under my thigh and promise 
that you will show me kindness and faithfulness. Do not 
bury me in Egypt,

30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but when I rest with my fathers, carry me out of Egypt 
and bury me where they are buried.”

 “I will do as you say,” he said.

새로운QT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3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네버엔딩 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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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창 48:1-9

06
금

1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
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Some time later Joseph was told, “Your father is ill.” So he 
took his two sons Manasseh and Ephraim along with 
him. 

2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When Jacob was told, “Your son Joseph has come to 
you,” Israel rallied his strength and sat up on the bed.

3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Jacob said to Joseph, “God Almighty[a] appeared to me 
at Luz in the land of Canaan, and there he blessed me

4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
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and said to me, ‘I am going to make you fruitful and 
increase your numbers. I will make you a community 
of peoples, and I will give this land as an everlasting 
possession to your descendants after you.’

5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
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Now then, your two sons born to you in Egypt before 
I came to you here will be reckoned as mine; Ephraim 
and Manasseh will be mine, just as Reuben and Simeon 
are mine.

SAEROUN 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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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들 후의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Any children born to you after them will be yours; in the 
territory they inherit they will be reckoned under the 
names of their brothers.

7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

데 그 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As I was returning from Paddan, to my sorrow Rachel 
died in the land of Canaan while we were still on the 
way, a little distance from Ephrath. So I buried her there 
beside the road to Ephrath” (that is, Bethlehem).

8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

들은 누구냐

 When Israel saw the sons of Joseph, he asked, “Who are 
these?”

9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

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They are the sons God has given me here,” Joseph said 
to his father.

 Then Israel said, “Bring them to me so I may bless them.”

새로운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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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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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교회
행 2:41-4707

토

41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 날에 

신도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더라

 Those who accepted his message were baptized, and 
about three thousand were added to their number that 
day.

42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They devoted themselves to the apostles’ teaching and 
to fellowship, to the breaking of bread and to prayer. 

43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Everyone was filled with awe at the many wonders and 

signs performed by the apostles. 

44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

용하고

 All the believers were together and had everything in 
common.

SAEROUN 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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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They sold property and possessions to give to anyone 
who had need. 

46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

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Every day they continued to meet together in the 
temple courts. They broke bread in their homes and ate 
together with glad and sincere hearts,

47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

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praising God and enjoying the favor of all the people. 
And the Lord added to their number daily those who 
were being saved.

새로운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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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잔치
마 22:1-1408

주일

1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Jesus spoke to them again in parables, saying:

2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The kingdom of heaven is like a king who prepared a 
wedding banquet for his son.

3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

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He sent his servants to those who had been invited to 
the banquet to tell them to come, but they refused to 
come.

4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

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

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

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Then he sent some more servants and said, ‘Tell those 
who have been invited that I have prepared my dinner: 
My oxen and fattened cattle have been butchered, and 
everything is ready. Come to the wedding banquet.’

SAEROUN QT 교회는 입니다. [시리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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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들이 돌아 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

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But they paid no attention and went off—one to his 
field, another to his business. 

6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The rest seized his servants, mistreated them and killed 
them. 

7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

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And God The king was enraged. He sent his army and 

destroyed those murderers and burned their city.

새로운QT네버엔딩 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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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

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Then he said to his servants, ‘The wedding banquet is 
ready, but those I invited did not deserve to come.

9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

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So go to the street corners and invite to the banquet 
anyone you find.’ 

10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들이 가

득한지라

 So the servants went out into the streets and gathered 
all the people they could find, the bad as well as the 
good, and the wedding hall was filled with guests.

SAEROUN 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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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But when the king came in to see the guests, he noticed 
a man there who was not wearing wedding clothes. 

12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

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He asked, ‘How did you get in here without wedding 
clothes, friend?’ The man was speechless.

13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

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

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Then the king told the attendants, ‘Tie him hand and 
foot, and throw him outside, into the darkness, where 
there will be weeping and gnashing of teeth.’

14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

니라 

 “For many are invited, but few are chosen.”

새로운QT네버엔딩 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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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지혜
고전 1:19-2509

월

19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

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For it is written:
 “I will destroy the wisdom of the wise;
     the intelligence of the intelligent I will frustrate.”

20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Where is the wise person? Where is the teacher of the 
law? Where is the philosopher of this age? Has not God 
made foolish the wisdom of the world?

21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

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

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For since in the wisdom of God the world through its 
wisdom did not know him, God was pleased through 
the foolishness of what was preached to save those who 
believe.

22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Jews demand signs and Greeks look for wisdom,

SAEROUN 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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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but we preach Christ crucified: a stumbling block to Jews 
and foolishness to Gentiles,

24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

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

님의 지혜니라

 but to those whom God has called, both Jews and 
Greeks, Christ the power of God and the wisdom of 
God. 

25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

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For the foolishness of God is wiser than human wisdom, 
and the weakness of God is stronger than human 
strength.

새로운QT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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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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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두 손의 비밀 
창 48:10-2210

화

10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

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

맞추고 그들을 안고

11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

지도 보게 하셨도다

12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

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13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14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

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15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

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16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

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

하나이다

SAEROUN 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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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

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

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18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

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

으소서 하였으나

19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

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

라 하고

20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

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21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22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새로운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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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다 
창 49:24-2611

수

24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

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But his bow remained steady,
     his strong arms stayed limber,
 because of the hand of the Mighty One of Jacob,
     because of the Shepherd, the Rock of Israel,

25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

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

로다

 because of your father’s God, who helps you,
     because of the Almighty, who blesses you
 with blessings of the skies above,
     blessings of the deep springs below,
     blessings of the breast and womb.

SAEROUN 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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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

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

리로 돌아오리로다

 Your father’s blessings are greater
     than the blessings of the ancient mountains,
     than the bounty of the age-old hills.
 Let all these rest on the head of Joseph,
     on the brow of the prince among  his brothers.

새로운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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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이 열 두 아들들을 
축복하다 
창 49:1-2 & 28

12
목

(창 49:1-2)

1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

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

르리라 

 Then Jacob called for his sons and said: “Gather around 

so I can tell you what will happen to you in days to come.

2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

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Assemble and listen, sons of Jacob;
  listen to your father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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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49:28)

28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

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

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

하였더라 

 All these are the twelve tribes of Israel, and this is what 
their father said to them when he blessed them, giving 
each the blessing appropriate to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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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의 죽음 
창 49:29-3313

금

29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

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

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Then he gave them these instructions: “I am about to be 
gathered to my people. Bury me with my fathers in the 
cave in the field of Ephron the Hittite,

30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

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the cave in the field of Machpelah, near Mamre in 
Canaan, which Abraham bought along with the field as 
a burial place from Ephron the Hittite.

31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 곳에 장사하였노라 
 There Abraham and his wife Sarah were buried, there 

Isaac and his wife Rebekah were buried, and there I 
buried L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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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

니라

 The field and the cave in it were bought from the 
Hittites.”

33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

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

아갔더라

 When Jacob had finished giving instructions to his sons, 
he drew his feet up into the bed, breathed his last and 
was gathered to his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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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사십시오 
창 50:1-11

14
토

1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푸려 울며 입맞

추고

2 그 수종 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

대로 하되

3 사십 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칠십 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4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

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5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

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 놓은 묘실에 나

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

였더니

6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

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SAEROUN 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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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

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8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

과 양 떼와 소 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9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떼가 

심히 컸더라

10 그들이 요단 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

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

를 위하여 칠 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11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

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 강 건너편이더라

새로운QT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10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네버엔딩 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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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주
히 11:7 & 창 6:17-2015

주일

(히브리서 11:7)

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

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

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

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By faith Noah, when warned about things not yet 

seen, in holy fear built an ark to save his family. By his 
faith he condemned the world and became heir of the 
righteousness that is in keeping with faith.

(창세기 6:17-20)

17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I am going to bring floodwaters on the earth to destroy 

all life under the heavens, every creature that has the 
breath of life in it. Everything on earth will perish.

SAEROUN QT 교회는 입니다. [시리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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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But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with you, and you will 

enter the ark—you and your sons and your wife and 
your sons’ wives with you. 

19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You are to bring into the ark two of all living creatures, 
male and female, to keep them alive with you.

20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Two of every kind of bird, of every kind of animal and of 
every kind of creature that moves along the ground will 
come to you to be kept alive.

새로운QT네버엔딩 그레이스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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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고전 12:12-2716

월

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

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

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14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15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16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

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

이 아니니

17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18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19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SAEROUN 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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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21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

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22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

리어 요긴하고

23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

한 것들로 입혀 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

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24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

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

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

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26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

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27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새로운QT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네버엔딩 그레이스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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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스런 
기억으로부터의 치유 (1) 
창 50:12-20

17
화

12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So Jacob’s sons did as he had commanded them: 

13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

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

은 곳이더라

 They carried him to the land of Canaan and buried him 
in the cave in the field of Machpelah, near Mamre, which 
Abraham had bought along with the field as a burial 
place from Ephron the Hittite. 

14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

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After burying his father, Joseph returned to Egypt, 
together with his brothers and all the others who had 
gone with him to bury his father.

15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

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

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When Joseph’s brothers saw that their father was dead, 
they said, “What if Joseph holds a grudge against us and 
pays us back for all the wrongs we did to him?” 

16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So they sent word to Joseph, saying, “Your father left 
these instructions before he died: 

SAEROUN 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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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

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에 울었더라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Joseph: I ask you to forgive 
your brothers the sins and the wrongs they committed 
in treating you so badly.’ Now please forgive the sins 
of the servants of the God of your father.” When their 
message came to him, Joseph wept.

18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His brothers then came and threw themselves down 
before him. “We are your slaves,” they said.

19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

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But Joseph said to them, “Don’t be afraid. Am I in the 
place of God? 

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You intended to harm me, but God intended it for good 
to accomplish what is now being done, the saving of 
many lives. 

새로운QT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11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네버엔딩 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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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스런 
기억으로부터의 치유 (2) 
창 50:20-26 & 롬 8:28

18
수

(창세기 50:20-26)

20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You intended to harm me, but God intended it for good 
to accomplish what is now being done, the saving of 
many lives. 

21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

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So then, don’t be afraid. I will provide for you and your 
children.” And he reassured them and spoke kindly to 
them

22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

주하여 백십 세를 살며

 Joseph stayed in Egypt, along with all his father’s family. 
He lived a hundred and ten years

23 에브라임의 자손 삼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

되었더라

 and saw the third generation of Ephraim’s children. Also 
the children of Makir son of Manasseh were placed at 
birth on Joseph’s knees.

SAEROUN 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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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

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

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Then Joseph said to his brothers, “I am about to die. But 
God will surely come to your aid and take you up out of 
this land to the land he promised on oath to Abraham, 
Isaac and Jacob.”

25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

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

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And Joseph made the Israelites swear an oath and said, 
“God will surely come to your aid, and then you must 
carry my bones up from this place.”

26요셉이 백십 세에 죽으매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So Joseph died at the age of a hundred and ten. And 
after they embalmed him, he was placed in a coffin in 
Egypt.

(로마서 8:28)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And we know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who have been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새로운QT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12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네버엔딩 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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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의 탄생
행 7:17-2919

목

17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

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

졌더니

18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

르매

19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

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

지 못하게 하려 할새

20 그 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

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

리더니

21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22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

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23 나이가 사십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SAEROUN QT



49

24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

제 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25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

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26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27 그 동무를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

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28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29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새로운QT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13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네버엔딩 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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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를 부르심
행 7:30-3820

금

30 사십 년이 차매 천사가 시내 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After forty years had passed, an angel appeared to 
Moses in the flames of a burning bush in the desert near 
Mount Sinai.

31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

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When he saw this, he was amazed at the sight. As he 
went over to get a closer look, he heard the Lord say: 

32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

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I am the God of your fathers, the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Moses trembled with fear and did not dare 
to look.

33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의 신을 벗으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Then the Lord said to him, ‘Take off your sandals, for the 
place where you are standing is holy ground.

34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

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

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I have indeed seen the oppression of my people in 
Egypt. I have heard their groaning and have come down 
to set them free. Now come, I will send you back to 
Egypt.’

SAEROUN 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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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

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

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This is the same Moses they had rejected with the 
words, ‘Who made you ruler and judge?’ He was sent to 
be their ruler and deliverer by God himself, through the 
angel who appeared to him in the bush.

36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

과 홍해와 광야에서 사십 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He led them out of Egypt and performed wonders and 
signs in Egypt, at the Red Sea and for forty years in the 
wilderness.

37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This is the Moses who told the Israelites, ‘God will raise 
up for you a prophet like me from your own people.’

38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 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He was in the assembly in the wilderness, with the 
angel who spoke to him on Mount Sinai, and with our 
ancestors; and he received living words to pass on to us.

새로운QT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14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네버엔딩 그레이스 



52

1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Sing to the Lord a new song;
     sing to the Lord, all the earth.

2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Sing to the Lord, praise his name;
     proclaim his salvation day after day.

3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Declare his glory among the nations,
     his marvelous deeds among all peoples.

4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임이여
 For great is the Lord and most worthy of praise;
     he is to be feared above all gods.

5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
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For all the gods of the nations are idols,
   but the Lord made the heavens.

6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Splendor and majesty are before him;
     strength and glory are in his sanctuary.

7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Ascribe to the Lord, all you families of nations,
     ascribe to the Lord glory and strength.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시 96:1-13

21
토

SAEROUN 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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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
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Ascribe to the Lord the glory due his name;
    bring an offering and come into his courts.

9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
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Worship the Lord in the splendor of his holiness;
     tremble before him, all the earth.

10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Say among the nations, “The Lord reigns.”
     The world is firmly established, it cannot be moved;
     he will judge the peoples with equity.

11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
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Let the heavens rejoice, let the earth be glad;
   let the sea resound, and all that is in it.

12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
로다 그 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Let the fields be jubilant, and everything in them;
    let all the trees of the forest sing for joy.

13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
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Let all creation rejoice before the Lord, for he comes,
     he comes to judge the earth.
 He will judge the world in righteousness
     and the peoples in his faithfulness.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새로운QT네버엔딩 그레이스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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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
고후 3:1-622

주일

1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부치거

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Are we beginning to commend ourselves again? Or do 

we need, like some people, letters of recommendation 
to you or from you? 

2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

람이 알고 읽는 바라

 You yourselves are our letter, written on our hearts, 
known and read by everyone. 

3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You show that you are a letter from Christ, the result of 
our ministry, written not with ink but with the Spirit of 
the living God, not on tablets of stone but on tablets of 
human hearts.

SAEROUN QT 교회는 입니다. [시리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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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같은 확신이 있으니 
 Such confidence we have through Christ before God. 

5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

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Not that we are competent in ourselves to claim 
anything for ourselves, but our competence comes 
from God. 

6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

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

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He has made us competent as ministers of a new 
covenant—not of the letter but of the Spirit; for the letter 
kills, but the Spirit gives life.

새로운QT네버엔딩 그레이스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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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딤후 3:14-1723

월

14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

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But as for you, continue in what you have learned and 
have become convinced of, because you know those 
from whom you learned it,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and how from infancy you have known the Holy 
Scriptures, which are able to make you wise for salvation 
through faith in Christ Jesus.

SAEROUN 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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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17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so that the servant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새로운QT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네버엔딩 그레이스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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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힘을 얻으리니 
사 40:27-3124

화

27 야곱아 어찌하여 네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

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Why do you complain, Jacob?
     Why do you say, Israel,
 “My way is hidden from the Lord;
     my cause is disregarded by my God”?

28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

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Do you not know? Have you not heard?
 The Lord is the everlasting God,
     the Creator of the ends of the earth.
 He will not grow tired or weary,
     and his understanding no one can fathom.

29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

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He gives strength to the weary
     and increases the power of the weak.

SAEROUN 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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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

어지며 쓰러지되

 Even youths grow tired and weary,
     and young men stumble and fall;

31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

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

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but those who hope in the Lord
     will renew their strength.
 They will soar on wings like eagles;
     they will run and not grow weary,
     they will walk and not be faint.

새로운QT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네버엔딩 그레이스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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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이 군대가 되어 
출애굽하다 
출 12:29-42

25
수

29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

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30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

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

나도 없었음이었더라

31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

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

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2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

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33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

히 내보내려 하므로

34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니라

35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SAEROUN 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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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

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

게 하시므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

였더라

37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숙곳에 이

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육십만 가량

이요

38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축이 그

들과 함께 하였으며

39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

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나므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

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40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사백삼십 

년이라와

41 사백삼십 년이 끝나는 그 날에 여호와의 군대

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42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

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

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

킬 것이니라

새로운QT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15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네버엔딩 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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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 앞으로
출 14:1-1426

목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3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

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

다 하리라

4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

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

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5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

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

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6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

리고 갈새

7 선발된 병거 육백 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

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8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

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음이라

SAEROUN 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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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

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

편 비하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

니라

10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

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

께 부르짖고

11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

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

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

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

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

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새로운QT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16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네버엔딩 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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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해를 건너다
출 14:15-3127

금

1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6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17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
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
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18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
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19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 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20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
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으므
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21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
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
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23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
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SAEROUN 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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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
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
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26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
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27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28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
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29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
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30 그 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
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
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새로운QT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17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네버엔딩 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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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찬양 (1)
출 15:1-228

토

1 이 때에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

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

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Then Moses and the Israelites sang this song to the Lord:
 “I will sing to the Lord, for he is highly exalted.
 Both horse and driver
     he has hurled into the sea.

SAEROUN 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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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

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

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

를 높이리로다

 “The Lord is my strength and my defense;
     he has become my salvation.
 He is my God, and I will praise him,
     my father’s God, and I will exalt him.

새로운QT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18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네버엔딩 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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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는 집
사 56:7 & 행 1:12-14 & 행 2:1-429

주일

(이사야 56:7)

7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

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

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these I will bring to my holy mountain
    and give them joy in my house of prayer.
 Their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will be accepted on my altar;
 for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SAEROUN QT 교회는 입니다. [시리즈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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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1:12-14)

12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

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Then the apostles returned to Jerusalem from the hill 

called the Mount of Olives, a Sabbath day’s walk from 
the city. 

13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및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

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When they arrived, they went upstairs to the room 
where they were staying. Those present were 
Peter, John, James and Andrew; Philip and Thomas, 
Bartholomew and Matthew; James son of Alphaeus 
and Simon the Zealot, and Judas son of James.

14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

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

에 힘쓰더라

 They all joined together constantly in prayer, along with 
the women and Mary the mother of Jesus, and with his 
brothers.

새로운QT네버엔딩 그레이스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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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EROUN QT

(사도행전 2:1-4)

1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

에 모였더니 
 When the day of Pentecost came, they were all together 

in one place.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Suddenly a sound like the blowing of a violent wind 

came from heaven and filled the whol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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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QT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They saw what seemed to be tongues of fire that 

separated and came to rest on each of them.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

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

하니라

 All of them were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nd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s[a] as the Spirit enabled them.

네버엔딩 그레이스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72

성도를 위한 기도 
골 1:9-1430

월

9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

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

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

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For this reason, since the day we heard about you, we 
have not stopped praying for you. We continually ask 
God to fill you with the knowledge of his will through all 
the wisdom and understanding that the Spirit gives,

10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so that you may live a life worthy of the Lord and please 
him in every way: bearing fruit in every good work, 
growing in the knowledge of God,

11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

르게 하시고 

 being strengthened with all power according to his 
glorious might so that you may have great endurance 
and patience,

SAEROUN 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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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

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

시기를 원하노라

 and giving joyful thanks to the Father, who has qualified 
you to share in the inheritance of his holy people in the 
kingdom of light. 

13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For he has rescued us from the dominion of darkness 
and brought us into the kingdom of the Son he loves,

14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

도다

 in whom we have redemption, the forgiveness of sins.

새로운QT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네버엔딩 그레이스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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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 찬양 (2)
출 15:3-2131

화

3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4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
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5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6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
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7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
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8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 같이 일
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9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
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
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
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10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
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 같이 잠겼나이다

11 여호와여 신 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12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SAEROUN 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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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14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
에 잡히며

15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
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16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 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
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
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17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18 여호와께서 영원무궁 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
였더라

19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
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
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20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
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
고 춤추니

21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
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
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새로운QT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19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네버엔딩 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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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QT[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네버엔딩 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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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 REQUEST

개인기도제목 - 1주차P

날짜 기도제목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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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소서] 네버엔딩 그레이스 새로운QT

개인기도제목 - 2주차P

날짜 기도제목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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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 REQUEST

개인기도제목 - 3주차P

날짜 기도제목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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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소서] 네버엔딩 그레이스 새로운QT

개인기도제목 - 4주차P

날짜 기도제목 응답



2023. 
01

TESTIMONY

1. 겨울성령부흥집회

2. 故 이동원 어린이 가족의 편지

3. 입교 및 세례자 간증

4. 성경속으로 간증

간증문 



새로운QT[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네버엔딩 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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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교회에 와서 처음 참석한 부흥회였습니다. 한 달 전부터 부흥회를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고, 어떤 기도로 준비를 해야 할지 하나

님께 물었습니다. 모태신앙이지만, 도마와 같이 의심이 많고, 일요일에도 

근무 때문에 주일성수를 하지 못했던 남동생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

나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주셨습

니다.

한 달 동안 꾸준히 매일 남동생을 위해 기도하였고, 또 우리 가족과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 기도하는데 더 집중하였습니다. 부흥회 때 부어주실 은

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부흥회 중에 목사님께서 회개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무대 쪽으로 나오라고 하셨을 때, 그날 

처음 봤지만 제게 옆에 자리가 있다고 말씀해 주신, 자매님 손을 잡고 나가자고 했습니다. 나가서 무

릎 끓고 기도를 하는데, 깊은 회개의 영이 저를 감싸는게 느껴졌고, 목사님이 안수를 해주시는 순간 

거룩한 성령의 임재와 천군천사가 나를 진치고 둘러싸는 강력하고 묵직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안

수기도의 영적 파워를 경험하고, 새로워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내 삶에 질서를 

바로 잡으시고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동시에 화목하고 평안한 그림 속에 우리 가족이 있

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반드시 남동생도 저와 같이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부를 것을 확신하며, 누

나로서  제가 더욱 중보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부흥회 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목사님 말씀이 제 마음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만성염증이 

있는 난치병을 갖고 있어서 매일 통증을 달고 사는데 출근할 때 허리가 아프다고 하길래 허리에 손

을 대고 ‘이미 다 나았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

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선포하였습니다. 저녁에 허리는 좀 어땠냐고 남편에게 물으니 통증이 사라

져서 좀 좋아졌다고 해주었습니다.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남편도 반드시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다시 빚어가실 것을 더욱 믿음으로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부흥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더욱 굳건한 믿음을 부어주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계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며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하

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부흥회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언제나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풍성한 은혜

로 감동 주시는 나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흥회를 준비하시고 이끌어주신 목사님과 사역자

분들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에도 참 감사드립니다.

황지혜 성도(C강남 공동체)

TESTIMONY

천군천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부흥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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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펜데믹으로 3년 만에 열리는 부흥회라 기대를 하였고 2022년 겨울성

령부흥집회 “남은 자들로 충분하다”는 표어를 통해 더 기대가 되었던 부흥회

였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사랑의 예수님을 묵상하였

고, 부흥회를 통해 부어주실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

로 준비하였습니다.

첫날 부흥회 장소를 향해 퇴근해 운전하며 가는 긴 시간 동안 기도하며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마음이 뜨거웠고, ‘하나

님. 제 마음을 아시지요’ 하면서 회개의 눈물 흘리며 은혜를 부어 달라고 성령 하나님이 나의 마음 밭을 

옥토 밭이 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과 영의 눈을 주시어 말씀이 제 안에 깊이 견

고히 뿌리박혀 무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성령님께서 몸이 아파 오지 못한 남편과 군 복무 중인 아들이 비대면으로 드리는 부흥회를 통해 동일한 

은혜를 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첫날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둘째 날 “남은 자들로 충분하다“ 주제의 말씀을 통해 저의 믿음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작은 겨자씨의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해주신다는 말씀에 마음이 너무 아리게 아프고 감사했습니다. 

삶의 많은 광야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셨기에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소망이 있었음을 고백

합니다. 회개의 뜨거운 눈물을 통해 나의 못난 모습과 상관없이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강한 두 팔로 

붙잡고 계셨고 돌이키고 돌아오는 탕자인 나를 회복시키시고 언제나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세상의 관계

속에서도 사랑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말씀을 통해 모두 내려놓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제 마음에 세상적인 롯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음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둘째 날 바쁜 일상으로 한동안 연락도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멘티님을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놀랍게 첫눈에 알아보게 하는 만남을 주셨고, 안부를 묻는 중 멘티님의 사랑이 마음에 전달되는 은혜를 

통해 은혜가 배가 되는 부흥회를 주심에 감사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 레마의 말씀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빚진 자로서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어 그 축복을 같이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2023년 40일 특새를 앞두고 기도로 준비하며 광야의 시간을 이겨내고 온전히 회복하는 부어주실 은혜

를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박성자B 성도(C강남공동체)

새로운QT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기대하게 되었던 부흥집회

2022 겨울성령부흥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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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 110기 새 가족 교육받고 처음 참여하는 부흥회가 무척이나 기대 되

었었는데, 정말 기대 이상의 깊은 은혜와 감동의 연속이었습니다. 신나는 찬

양 음악과 분위기에 취한 감성적인 은혜가 아니라 말씀이 성육신 되어 오신 

예수님을 영혼으로 느끼고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회개 기도, 중보 기도, 가족 구원의 기도, 나의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하

는 시간에는 통곡이 나오면서 속이 다 뚫리는 듯 어찌나 시원하던지  영의 

샤워를 제대로 한 후의 상쾌함에 영혼이 정결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이라는 말씀을 들으면서 저의 믿음이 얼마나 믿음 

없는 나 좋을 대로의 아무렇게나 믿음인지 알게 되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필요

를 다 아시고 뭘 원하는지 다 아시는데 굳이 매번 기도할 이유가 뭐 있을까?(기도하기 싫고 게으름

이 날 때 드는 생각)라는 마음이 들기도 했었는데 나의 기도가 펌프물을 끌어올리는 마중물과 같아

서 그 마중물의 기도(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없고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음을 확실히 

알게 되니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이 레마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을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자를 건져주심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했고 중보기도 대상자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귀한 시간이었

습니다. 나의 작은 믿음이 마중물이 되어 하나님의 큰 믿음으로 임하시도록 거룩과 신뢰로 순종하

여 나의 믿음 아닌 하나님의 믿음으로 사는 자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날 '남은 자들로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통하여 한없이 부족하고 미약한 제가 그래도 끝까지 남

는 그루터기 믿음을 가진 자로는 도전해 볼 만하다는 힘을 얻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말씀 끝난 후의 기도 시간엔 자신의 잘못과 죄악으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회개 기도를 하

기 원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나와 회개 기도하고 안수기도도 받으라는 한홍 목사님 말씀에 이끌린

듯 앞으로 나가 무릎 꿇고 눈물의 회개를 하였습니다. 나의 욕심과 무지로 단절된 관계 회복의 열쇠

는 회개이고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기뻐 받으신다는 확신으로 기도하고 안수 

받으니 바로 마음의 평화가 왔습니다. 할렐루야.

내년 부흥회 때는 저 혼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가족들 모두가 구원받고 함께 참여해서 은혜받길 

기대하며, 하나님의 큰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부흥회의 감동을 짧은 글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감동 주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경배를 올려 

드리며 부흥회의 감동을 가족뿐 아니라 여러 지인들과도 나누고 은혜를 흘려보내어 절박한 사람들

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많은 기적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박형숙A 성도 (W서초공동체)

TESTIMONY

작은 믿음을 마중물로 

드렸던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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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기도 때문에 고민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

해서 그렇겠지, 주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주님의 때,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

어 주시겠지’라며 생각하곤 하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과연 그렇게 이루어

질 줄 믿는 마음이 있는지, 그 믿음이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아

닌지 자기 정죄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나에게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믿는 믿음,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 은 다른 거룩한 사람들의 얘기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은 믿음을 마중물로 해서 하나님의 큰 믿음을 얹어 주신다는 부흥회 첫째 날의 말

씀은 믿음을 전적으로 내가 선택하고 끝까지 지켜나가야 하는 무거운 짐 같이 여겼던 나에게 믿음

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고 나는 주님께 나아가는 결

단과 작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을 알려 주셨습니다.

부흥회 둘째 날 ‘남은 자들로 충분하다’는 말씀은 저에게 지금 남은 것으로 충분하다는 주님의 위

로의 말씀이었으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저의 정체성을 알게 해 주셨습니다.

제가 인간적으로 의지했던 사람들과 재물이 떠나간 자리에, 세상적으로 부서진 것 같은 순간에 주

님은 오셔서 주님의 영으로 회복시키시며 나의 참 아버지,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제게 남은 것

이 날리는 잿더미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자녀이기에 기뻐하십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해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분주한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나를 있는 그대로 사

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알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하나님

의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2022 겨울성령부흥집회

정찬종 성도 (W서초공동체)

새로운QT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바꿔준 부흥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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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2일 저녁, 경찰로부터 ‘아이가 차에 치여 크게 

다쳤으니 빨리 와보라’는 급작스러운 전화를 받고 응급

실로 향했습니다. 금요일 밤의 막히는 길에 갇혀 50여 분 

만에 도착한 병원에는 이미 심정지 상태로 차갑게 변해

버린 아이가 누워 있었습니다.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는 상황에 온갖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아이를 데리러 갔더라면, 그날 하루

만 방과 후 교실을 쉬게 했더라면, 밝은색 옷을 입혔더라

면’ 이런 여러 가지 후회와 자책들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동원이의 빈소가 차려진 후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조문객들을 맞이할 때마다 그 모든 게 현실이 

아닌 드라마인 것 같았습니다. 두 번의 위로 예배와 입

관 예배, 그리고 병원에서 운구차가 떠나는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 가족이 무너지지 않게 떠받치고 

있는 거대한 힘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동원이를 알던 분들이 동원이 생전의 모습들을 얘기해 주시던 것

들, 그리고 언어로 표현 못 할 만큼 큰 슬픔을 같이 나눠 주신 성도님들, 그 하나하나의 말과 손길과 눈물이 

모여 저희 가족에게는 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치 어느 한 부분도 끊어짐 없이 서로 단단하게 쇠

사슬처럼 연결된 사도행전 속 초대교회 모습이 아닌가 하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가족에게는 동원이의 죽음 후에 사고 조사와 재판 등 현실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문제들이 눈앞

에 남아 있습니다. 길고 지난한 과정이 되겠지만 이 또한 공동체 옆에 붙어서 담담하게 헤쳐 나가려고 합니

다.

그토록 특별하고 사랑스럽던 동원이를 이토록 빨리 데려가신 주님 뜻을 지금은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렇지만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날 때까지 신비로 남을 일들이 있음을 수용하며, 처음 이 가정에 보석 같은 

그 아이를 보내주셨던 주님께 다시 아이를 데리고 가실 주권이 있음을 받아들입니다.

지난 9년 1개월, 동원이의 부모로 살며 아이에게 받았던 무조건적인 사랑과, 아이와 함께 했던 수많은 추

억들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저희 가족에게 시종일관 큰 위로를 보내주시고, 장례 과정에서 실제적인 도움들을 베풀어 주신 교회와 

성도님들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2022.12.9

이문영 이대승 드림

이문영 성도(W강북공동체)   이대승 성도(N강남공동체)

故 이동원 어린이

TESTIMONY

깊은 위로가 되어 주신 새로운교회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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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홍 목사님을 비롯한 새로운교회 

모든 교역자님들과 새로운교회 성도님들께..

저희 손자 동원이가 하늘나라 가는 길에 함께 울고, 손을 붙잡아 주시며, 모든 장례 일정마다 넘치

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동원이는 이제 많은 사람들 가슴속에 사랑의 씨앗으로 남아, 두고두고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을 믿

습니다.

새로운교회 교역자님들과 성도님들이 저희 가족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사랑이 가득한 교회 공동

체의 참모습이었습니다.

저희 딸과 사위가 쓰러지지 않도록 새로운교회는 

계속 함께 계셨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큰 용기를 주셨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저희 아픔에 함께 공감하시며 흘려 

주신 한 방울, 한 방울의 그 눈물이 저희 가족의 가

슴에서 새 힘으로 솟아오를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맙습니다!

동원이가 21개월 되던 해 놀이터에 데리고 나갔는

데, 초저녁 하늘에 나온 달을 가리키며 시처럼 표현

했던 말로 편지를 끝맺겠습니다.

‘달님이 웃고 있네! 구름 속에서!’

우리 동원이도 예수님 품에서 달님처럼 환하게 웃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2.12.11 아침 친구 같았던 손자 동원이의 외할머니

박정흔 올림

故 이동원 어린이 가족의 편지

지난 12월 2일 누구보다도 밝은 어린이였던 동원이는 음주운전자의 차에 사고로 예수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
다. 특별히 예수님을 사랑했고, 성경이야기를 좋아했던 동원이를 기억하며 새로운교회는 동원이의 이름을 담
아 '동원장학회'를 출원하여 많은 이들에게 사랑의 씨앗을 흘려보내고자 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를 부탁드립니다.

박정흔 할머님(동원이 외할머니)

새로운QT

쓰러지지 않도록 

힘이 되어 주신 새로운교회에게

동원장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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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교회만 다니며 일요일만 예배하는 경우가 많

았습니다. 성경을 잘 읽지 않아서 크리스천이었지

만 기독교에 대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질문을 던

지면 설명을 잘 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중학교 때부터 저에게는 남들에게

는 쉽게 말하지 못하는 아픔이 생깁니다. 그 아픔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

기도 하고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을 겪게 하시는지 의문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

었습니다. 제 삶은 한 가지의 아픔으로 인하여 인생의 걸림돌이 생겼고 무슨 

일을 하든지 일이 잘 해결되지 않으면 “아 내가 그것 때문에 이것도 잘 하지 못

하는구나...”라는 생각으로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부터 새로운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수련회를 다녀오면 주님의 사랑을 가득 느끼고 왔지만 일상생활로 돌아오니 그 때 느꼈던 것들

이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항상 걱정이 많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을 제 마음대로 사용하여 게으름이

라는 영적 나태함이 존재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동네의 교회를 다니며 유치부 아이들과 함께하며 

봉사를 해왔습니다. 작은 교회에서 많은 일들을 맡게 되니 시간이 지날수록 지치고 교회 사람들과의 공동

체 교제가 적어 나의 힘듦을 교회 사람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곳이 없었습니다. 꼭 작은 교회라서 나

쁘거나 싫은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다가 새로운 교회로 옮겨 예배를 드리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신앙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 볼 수도 있고 주님을 더욱 알 수 있어서 저의 신앙생활은 다시 뜨거워진 

것 같습니다. 

새로운교회에 와서 은혜를 받고 저의 삶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제 최신 가요보다 찬양이 더 

좋고 익숙한 지금 슬프거나 느린 찬양이 아님에도 너무 감사드려서 눈물이 흐릅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루에 꼭 찬양을 부르거나 듣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오고 성경도 보게 됩니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똑똑하거

나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고 걱정이 많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에 더욱 주님 앞에 나아와 그 

말씀을 생각합니다. 지금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작은 일에도 묵묵히 그리고 열심히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몇 달 전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습니다. 얼마나 생생하고 신기한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꿈속에서 한

홍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저에게 물어보셨는데 꿈속에서 저는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꿈에서 깨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기도 제목으로 부자가 되게 해달라

거나 제 병을 고쳐달라고 말하지 않아서 후회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꿈속에서 선포한 제 말이 자랑스

럽고 꼭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재 제가 사랑하는 아이들과 함께 유치부를 섬기

고 사역을 하고 있고 5년 가까이 아픔이 생기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 기도를 항상 들으시고 찬

양을 받아주시고 계시며 그 십자가 사랑을 많이 부어주시는 것 같아 감사드립니다.  책 중에 광야에 대

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광야가 거칠고 빨리 지나야만 하는 곳이 아니라 그 속에서 보물을 발

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십니다. 아직 성공하지도 않고  뭐 하나 내세울 것 없는 불완전하고 초라한 한 

이해진A 성도 (Jr.청년공동체)

TESTIMONY

내게 보여진 

삶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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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지만 주님께서는 저를 통해 많은 일들을 겪게 하시고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주님의 일꾼

으로 사용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기대하며 모자라지만 끊임없이 

채워주시고 만져주실 줄로 압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는 고향 광주를 벗어나 서울로 취업을 하

여 5년 차 신경계 물리치료사로 일하고 있습

니다. 2020년에 저의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척수손상 마비를 가지게 되셨고 저의 삶은 왜 시련이 주어졌을지 고민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의 병은 몸의 병을 키우기 시작하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

는 건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물리치료사로서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물리치

료사로서 역할을 잘 하고 싶다는 생각을 통해 이 고통을 이겨낼 것이라는 믿

음이었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내 몸을 치료하는 도구(GOOD BALL)를 만

나서 스스로 자신의 몸을 깨우고, 숨 쉬고, 나의 무거운 짐을 놓을 수 있게 도와주면서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고 더 성장

하고 이바지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계기는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인간의 가치 탐색이라는 책을 만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제힘으로 질문을 던지고 해답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고 뇌졸중 

환자의 치료법에 솔루션(해법)을 혁신하고 발명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건대학원 물리

치료학과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이라는 곳에서 지도 교수님을 만나고 학기가 시작하니 행복한 

삶을 위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인생을 피폐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들을 떨쳐내고 세상에 도움이 되는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열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었고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교수님을 통해 듣게 되었는데, 저를 올바른 삶으로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

받고 예배드리는 삶의 감사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교회에 출석하면서 지금까지 속세에서 나의 힘으로 살아남기 위해 살아온 길이라는 것을 깨달

았습니다. 지금까지 행복함은 제 삶에서 사라졌고 남은 것은 저를 외로운 방에 가둬놓았을 뿐이었습

니다. 고독과 마주하면서 내가 지금 삶의 변두리에 머물러 있다고 낙담할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곳

이 세상의 중심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마주하면서 그 안에서 나

의 친구 같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나를 버리지 않는 단 한 사람, 바로 나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새로운 교회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에 새 가족 반을 신청하여 4주 교육 과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새 가족팀에서 만난 조장

님의 도움으로 문제없이 수료하고 청년부의 수련회를 다녀와 믿음의 공동체에 배정까지 함께 할 수 있음

에 감사했습니다. 지금은 성경속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매주 화요일 7시 30분에 말씀을 읽고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육 로드맵을 따라서 성경속으로, CES, 에이비, 커피브레이크, STEP3, STEP4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마치고 세상 속으로 열방 속으로 미래 속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입교 및 세례자 간증

박진실 성도(청년 1부)

새로운QT

나의 친구되시

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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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 3년 전 이 곳 새로운교회에서 결

혼한 후 미국에서 일하는 남편과 함께 미

국으로 떠나 현재까지 미국에 살고 있습

니다. 당시 남편과 저는 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하던 터라 결혼 당시 저희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은 건강한 아이를 가능한 한 빨리 우리 가정에 허락해 달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출국하는 하루 전날까지도 한홍 목사님

께 아이를 위한 기도를 받고 떠났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 아이를 선

물 주셨고, 예상보다 빠른 소식에 잠시 당황하기는 했지만 걱정하던 부분에 대해 큰 문제 없이 빨리 응답

해 주심에 우리 가정의 모든 일은 순탄하게 흘러가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의료보험 제도가 복잡한 미국에서 제가 남편 직장을 통해 보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 미국 혼인 신고서가 필요했는데 당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미국의 모든 공공

기관들이 문을 닫아 혼인 신고서를 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한국으로 와야 하나 아니면 

의료보험 대신 다른 방법은 없나 사방팔방 알아보는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날 갑자기 공공기관들이 예약을 통해서만 업무를 보겠다는 공고가 떴고 첫 진료 마지노선인 임신 

12주 차에 기적적으로 첫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산부인과를 다니게 되면서 아기가 뱃속에 잘 있음은 확인하였으나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뱃속의 아이가 주수에 맞게 쑥쑥 자라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한국과는 다르게 태아에게 크게 문제

가 있지 않은 이상 산부인과 진료를 자주 보지 않고 초음파도 보통 임신 전체 기간 내내 2-3번만 보는데 

저는 거의 2주마다 혹은 매달 병원 진료 예약이 잡히고 초음파도 자주 볼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임신 기간 내내 늘 뱃속의 잘 자라지 못하는 아이 때문에 걱정되기도 하고 혹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뱃속에서 충분히 크게 자라지 못하는 아이 때문에 병원에서는 아이를 유도 분만으로 조금 빨리 낳

아 세상 밖에서 더 잘 키우는 것을 권해 저는 병원에 입원을 했고 갖은 유도 분만 방법들을 시도하며 진

통을 견디며 분만을 이틀 동안 유도하였으나 오히려 뱃속의 아이가 견디지 못하고 힘들어해서 결국에는 

급하게 응급 제왕 수술로 아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작은 천사를 세상에서 처음 만나게 되었고, 다행히 지금은 너무나도 

건강하게 저희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 임신은 순탄하게 잘 되었으나, 임신 기간 내내 그리고 출산 

과정까지 매일매일을 마음을 졸이며 살았던 그 일 년이 아직도 저는 생생합니다. 당시에 저는 왜 나만 이 

과정이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이를 만나고 보니 하나님은 그때부터 

이 아이를 키우는 모든 과정 가운데 제 의지대로 그리고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으며 모든 것을 오로지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훈련을 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아이를 양육하다 

보니 더욱이 그 생각에 대한 확신이 듭니다. 

사실 처음 이 아이를 임신했을 때 우리 부부는 아기의 태명을 ‘하나님의 아이’를 의미하는 ‘하이’라고 짓

박소이B 성도(미배정)

TESTIMONY

하나님의 아이를 

맡기신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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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일 년 내내 하이라고 불러왔습니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아이라고 믿으며 지내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문득문득 저희를 압박하는 불안한 환경에 의해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제 뱃속에 또 다른 아이가 자라고 있습니다. 선물로 주신 이 새로운 생명 또한 하나님의 아이임

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두 아이들이 하나님의 아이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엄마 아

빠가 되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저의 삶은 내가 중심인 생활

이었습니다. 어떤 문제나 고난이 오면 그것을 인

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해 보고자 주변 사람들에

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방법들만 생각하기에 바빴습니다. 

학창 시절 저는 평범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모범적인 학생으로 살았지만 그렇다고 신앙적인 면

에서 성숙하고 깊은 신앙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주위의 시선과 기준을 많이 의식하며 살아와 사

람들이 원하는 모습, 사람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맞춰 살아가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은 기독교 대학에 진학할 때였습니다. 모태신

앙으로 자라와서 일상의 삶이 교회였고, 주일에는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

다시피 생활하였기에 신앙생활을 당연하게 여기며 자라왔습니다. 그러다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진학하며 처음으로 부모님, 가족과의 독립을 하게 

되었고 온전히 내가 선택하고 지키는 신앙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교회 문

화가 익숙한 나였기에 대학교에서의 예배나 공동체 생활이 어색하지 않았

지만 진정한 나눔과 교제를 그곳에서 처음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내가 갈급해서 예배를 찾고 기도실을 향하며 예수

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게 되며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힘들 때는 혼자 기도실에 들어가 울면

서 기도하던 그때의 시간들은 아직도 저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제가 새로운교회에 와서 제일 좋았던 점은 한 홍 목사님의 설교 말씀입니다. 30년 넘게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말씀에 집중이 안 되고 은혜가 되지 않아 회의감이 들던 때에 새로운교회를 만났

습니다. 한 홍 목사님은 성경을 바탕으로 간결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래서인지 

새로운 교회를 만난 이후 말씀에 더 집중하게 되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덧 제가 자라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유아세례를 받는 날이 왔다는 게 참 신기하고 감사합

니다. 저도 부모님께 받은 것처럼 그 어떤 유산보다 믿음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은 마음이 

큰데 현실에서의 제 모습은 참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사실 육아를 하다 보면 피곤하기도 하고 정신

이 없다는 핑계로 신앙생활을 소홀히 한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 아이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의 모

습,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싶은데 마음만 먹고 행동이 따라오질 못했습니다. 이번 유아세례를 계

기로 부모인 제가 더욱 기도와 말씀 생활에 집중하고 세상의 기준보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와 기도

로 아이를 양육해야겠다는 다짐을 해봅니다.

입교 및 세례자 간증

임예슬 성도 (E서초공동체)

새로운QT

말씀으로 바로 세워지는 

우리 가정이 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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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성경 말씀을 모두 읽지 못한 저에게는 성경 속의 역사가 너무 어렵기

만 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들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었지만 

목사님의 부연 설명이 없이는 이해하기가 어려워 말씀의 연대를 알고 싶

은 마음에 ‘성경속으로’를 신청하였습니다. 뭔가 머릿속으로 정리가 될 것

만 같았습니다. 

최근에 가까운 주민 센터에서 운동을 하고 싶은 마음에 적당한 운동을 

찾다가 요가를 신청하여 수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가 강습이 끝나

고 운동을 마칠 때마다 “나마스떼”라며 합장하는 것이 처음에는 크게 불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건가?’라는 의문은 계속 마음속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런데 7강을 공부하며 기독교의 세계관을 바르게 정립할 기회가 되었습니다. 

특히 강사 목사님께서 “인도의 요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너무 귀에 콕!! 박혔습니다. 계속 생각이 

났습니다. 인도의 요가. 인도의 요가.

제가 의문을 가질 때마다 “다양한 문화인데 뭘 그래? 너무 그쪽으로 가는 거 아냐?”라는 말이 제 

마음에 들렸는데 이제는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겼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재수강 신청 기간인 지금 저는 재수강을 안 하고 다른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

액을 적은 금액이지만 하나님께 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영화나 음악, 생활용품, 심지어 운동까지도 ‘문화’라는 이름으로 그들이 얼마나 포괄적으로 다양하

게 활동하는지 알게 되었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음이 생겼습니다. 더욱이 자녀를 

키우기 때문에 더욱 비통한 심정이었습니다. 

성경속으로를 참여하며 읽었던 ‘창조주 하나님’에서도 많은 은혜가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머리로만 

알던 창세기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이심을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었고 도덕적 가치이냐, 믿음의 

가치이냐?라는 물음에 확고히 ‘말씀’에 합하여 전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속으로를 처음 듣는 저의 기대, 뭔가 확 한눈에 정리가 되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은 잘 못된 생

각이었습니다. 주변에는 세 번, 네 번 들으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때마다 다른 깨달음과 은

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의 성경속으로가 더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 주신 

감동과 또 다른, 어떠한 감동을 주실까? 무어라 말씀을 해 주실까?

벌써 설레고 기대됩니다. 꼭 데이트를 약속하고 기다리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늦은 시간 아이들을 두고, 신랑이 퇴근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늘 그 자리에 함께 할 수 있게 해 주시

고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저를 채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최금옥 성도 (C강남공동체)

TESTIMONY

성경적 세계관의 

눈을 뜨게 해준 성경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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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은 ‘성경속으로’에 참여하지 못해왔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성경속으로’가 진행되어왔던 때에도 프로

그램 진행 시간이 긴 것이 우선 부담스러웠고, 그 시간 동안 아이를 누가 돌볼 것인가가 걱정되었기 때문이었

습니다. 시간을 내는 것에 인색했고,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아이를 돌보아 주실 것을 믿지 못

했던 탓이 컸습니다. 제가 아이 옆을 지키고 내 방식대로 아이를 돌보아야 한다는 강박이 컸던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조금 달랐는데, 어째서인지 ‘성경속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우선 있어서 개강한다는 공고를 먼저 기다

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느 정도 자라, 온라인 수업 동안 혼자서 숙제를 하거나 놀면서 저를 기다려 줄 수 

있게 되어, 조금은 안심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성경 내용이나 구조를 좀 더 알고 싶다거나 배우고 싶은 그런 종류의 마음은 그다지 없었습니다. 성경을 

잘 알고 있어서 라기보다는, 어떤 종류의 성경공부들은 사람을 교만하게만 만들 뿐, 사람을 그리스도인으로 

바꾸지는 못한다는 인식이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은 일본 유학 중이었습니다. 어느 교수님으로부터 “황금률도 모르나”라는 핀잔을 들

으면서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지식을 잘못 쌓아오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

마 쌓아 놓지도 않았던 지식을 가지고 얼마나 교만했던지, 조금씩 깨달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자아가 덜 허물어져서 그런지, 가정의 평안에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결국 유학도 흐지부지 마무리 

짓지 못한 채 귀국해야만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낮 시간을 더 내기 어렵게 되어 순을 옮기게 되었을 때, ‘성경속으로’의 개강을 기다렸고, 여건이 

되어 ‘성경속으로’를 신청하게 되었는데, 이번에 이수하지 못하면 더 이상 이수할 기회가 없을 것 같다는 마음

으로 서둘러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만나게 된 조원분들도 좋은 분들이었고, 조장님도 정말 성실하시고 열심히 있는 분이

었는데, 거기다 지난 펀펀 바이블에서 조장님이 저희 딸도 맡아 주셨던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별 모임에서 짧게 느껴졌던 시간 동안 나눔이 이어졌지만, 그 시간 안에도 은혜 가득한 나눔이 이어졌습니

다. 나눔을 통해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시간과 건강, 물질, 지식을 내가 어떻게 다루었으며, 그

걸로 무얼 해왔는지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은 자기만족과 기쁨이 우선이었던 삶을 살아왔는데, 성경 말씀 역시, 그동안 제게 보여주신 말씀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세워준 일은 지극히 드물고, 역시 일시적인 자기만족이나 자기성찰의 도구로만 활용해왔습

니다. 

주인이 그 방만함에 노하여 다 빼앗길 위기에 처하고 나서야 나도 어떡할까 고민이 들기 시작했는데, ‘성경속

으로’를 하지 않았다면 제가 지금 처해있는 위기가 이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경속으로’를 통해 다시 한번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그동안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많은 것들을 다시금 상

기하고,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성경속으로 간증

박소연F 성도 (S강남공동체)

새로운QT

새로운 가치관을 심어준 

성경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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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수요예배 "소망"

시간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문의 : 조은영 전도사 choeunyoung@saeroun.net

01월 04일 01월 11일 01월 18일 01월 25일

최지훈 목사 한 홍 담임목사 조은영 전도사 김선일 목사

2023년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2023.1.3(화) - 3.1(수) 오전 6시 / 본당 & 각 기도 스테이션(화-금)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스테이션

스테이션 주소 담당자/연락처

독산
아트스크린: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38번지 
고려테크온 406호

장동신 성도
010-5441-0531

성수
건대 스튜디오: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4길 32

박찬필 집사
010-5663-3888

영등포
한솔플러스수학논술학원: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9길5 동성빌딩 3층

송지숙 권사
010-6705-9611

일산
더 프로: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55 
대우시티프라자 721호

김귀란 집사
010-9860-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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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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역 출발 5:30 : 양재역 파리바게트> 일동제약사거리 보도블럭 > 한라아파트 > 교총

교회 출발 7:10(화~금), 7:20(토) : 교총 > 한라아파트 > 양재역 파리바게트

셔틀탑승장소(하얀색 스타렉스 차량) - 양재역 9, 10번출구 파리바게뜨 앞 / 교총 본관 앞(테니스장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