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쁨의 언덕으로 12월 본문 편집초안 

 

 묵상본문 요21장,성탄절 특별본문(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통독본문삼하1-24장(총24장) 

 12월 – 총27일  

 소그룹 모임 교재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표지 –  

 

내지 1페이지.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

게 하려 하심이라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may 

not perish but may have eternal life. 

 

요한복음 John 3:16 

 

 

(시) 

 

1,000교회 캠페인을 위한 기도문 

                   하루에 한 번, 일분 기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의 백성으로 

거룩한 즐거움에 거하게 하옵소서. 

 

우리로 교회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일천교회의 꿈을 주신 하나님, 

잃은 영혼을 찾으시는 주의 마음을 

품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주의 꿈을 이루는 

교회의 충성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통해 일천교회를 세우실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는 영광스런 역사에 

쓰임 받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역사를 따라 

최고의 헌신을 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쁨의 언덕에서)  

 

배연택 목사(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SC) 

 

- 준비중 

 

 

(12월 교회력 및 주요 일정)  

 

12월 7일 / 대강절 제2주2nd Sunday of Advent  

12월 14일 / 대강절 제3주 3rd Sunday of Advent 

12월 21일 / 대강절 제4주 4th Sunday of Advent 

12월 28일 /  성탄절 후 제1주 1st Sunday of Christmas 

 

이야기로 알아보는 사무엘서 

 

사무엘서의 기록목적 

사무엘서는 그 내용상 암울한 사사 시대 말기로부터 통일 왕국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의 통치가 거의 

끝나갈 무렵까지 약 100년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서의 기록 목적은 첫째, 이스라엘 왕국 설립의 배경과 과정 및 발전을 보여 주기 위함입니다. 이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정 제도의 창설자로서 두 왕을 세운 최후의 사사요 최초의 선지자 

사무엘의 탁월한 생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기름부음 받았으나 언약을 잊고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버림받은 폭군 사울의 생애, 장차 임할 메시야의 왕국의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언약하에서 의로운 왕조

를 세운 신정 국가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의 생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기록목적은 이스라엘 왕국이 장차 임할 메시야 왕국의 그림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섭리 하에서 그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 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즉, 불완전한 이스라엘 

왕국은 완전한 메시야 왕국의 도래를 소망케 하는 예표인 것입니다. 대제사장 엘리의 비극적인 종말, 

자기 아들들로 사사의 직을 감당케 하려 했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사무엘의 실패, 초대 왕 사울의 

교만과 실족 등은 사무엘서가 인간 중심의 위대한 역사가 아니라, 그러한 인간의 실패를 통해서도 당

신의 뜻을 펼쳐 나가시는 하나님 중심의 구속 역사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비록 이스라엘 왕국 중 다윗 왕국이 하나님의 뜻에 어느 정도 부합되었기는 하지만, 그 역시 인간의 

실패가 곳곳에 점철된 불완전한 왕국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이 모든 사실은 장차 오

직 의와 평강과 진리로서 완벽하게 다스려질 메시야 왕국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소망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서의 내용 



사무엘서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이름을 딴 책이지만 사무엘은 이 책의 전반부에만 등장할 뿐이며 이

스라엘의 초대 임금인 사울과 두번째 임금인 다윗이 이 책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사울과 다윗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중 사무엘상은 사무엘의 출생부터 사울의 죽음까지 약 1세기에 이르는 역사를 담고 있으며, 사무엘

하는 이스라엘 2대 임금이자 통일 왕국을 이룩한 다윗의 통치와 개인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는 역사서이면서도 신명기적 사관에 입각해 기록된 만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준수 여부가 특정 인물

이나 사건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울과 다윗에게서 배울 수 있는 교훈 

사울은 이스라엘의 가장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 출신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 이스라엘 최초의 왕

으로 기름부음을 받습니다. 이후 길갈에서 백성의 지시에 의해 실질적인 임금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하

지만 사울 당시 이스라엘의 왕권은 강력하지 않아 임금의 유일한 통치기능은 이스라엘 민병대를 통솔

하고 소규모의 상비군을 거느리는 정도였습니다. 게다가 사울은 악신에 시달린다고 기록될 만큼 하나

님의 명령과 현실 정치간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긴장으로 괴로워 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과의 결전에서 패배한 후 전쟁터에서 죽게 되고 사무엘서는 사울이 하나님

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에 대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종교의 전통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다윗은 현실정치에서도 성공을 거두고 종교전통을 따르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드는 임금의 본보기로 인정받습니다. 

 

참고문헌 

뉴인터프리터 스터디바이블(Abingdon Press) 

해설성경(대한기독교서회) 

 

 

 

이야기로 알아보는 요한복음 

 

 요한복음의 개관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삶과 죽음에 대하여 증거한 네 복음서 중의 하나입니다. 이 네 복음서에는 많

은 공통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여러 개의 기적적인 치유 기사들과 오병이어, 그가 제

자들을 부르고 가르치신 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의 갈등, 예수님이 받으신 재판과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공통된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각 복음서는 나름대로의 독특한 시각

에서 예수님의 삶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요한복음서의 특성도 쉽게 구분해 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서의 예수님은 소수의 비유만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한 다른 복음서에 비해 비교적 길게 말씀을 하

시며 가르치십니다. “내가 그다”로 시작되는 말씀들은 요한복음서에만 있는 특징적인 것이며, 다른 복

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요한복음서가 독특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서들이 공유하고 있

는 자료들은 요한복음서의 독특성이 지나치게 강조되지 않도록 같이 묶어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모든 

복음서는 각자가 처해 있는 위치에서 신앙 공동체를 위하여 예수님의 삶에 관한 해석작업이라는 동일

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에 대한 요한의 접근을 바로 이해하기 위하여, 독자들은 이 복음서에 증언된 성육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서론에 있는 두 구절이 이 진리에 대해 증언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1:1).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1:14).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복음서들 

중에 그 어떤 복음서도 요한처럼 성육신을 그 신학의 중심에 놓는 복음서는 없습니다. 요한에게 있어

서 예수님은 유일무이하게 하나님께 이르는 길을 알려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품과 

정체성을 공유하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며 (1:1),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에게 모셔오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1:14). 예수께서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에 

대하여 증거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가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그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고, 하나님의 일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사역, 그리고 그의 삶과 죽음은 결국 우리에게 하

나님을 알려 주시는 사건이 됩니다. 시작에서 종결에 이르기까지, 요한복음서는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요한복음의 기록목적 

베드로의 순교가 암시되고 파문 등의 기사가 언급되는 점에 근거해 요한복음의 기록시기는 85년 이후

로추정되고 있습니다. 저자는 21장 7절에 언급된 ‘예수의 사랑하는 그 제자’로 불렸던 사도 요한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책의 내용상 팔레스타인 지리와 풍습에 익숙하고 최후 만찬에 참석했다는 점 역시 

요한 저작설을 뒤받침합니다. 반면에 ‘예수의 사랑받는 제자’이기는 했으나 열두 제자가 아닌 익명의 

제자라는 견해도 존재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 반박하고 예수의 신성을 강조하기 위해 쓰였습니다. 저자가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는 20

장 30-31절에서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이 본서에서 강조되고 있다면 우리는 본서 핵심 구절인 3:16을 

묵상할 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조차도 아끼지 않고 우

리 죄인을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단순히 감성적이고 감상적인 사랑

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는 피의 대가를 지불하면서 죄

인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감성 이상의 큰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적 사랑

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큰 대가를 지불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참고문헌)  

뉴인터프리터 스터디바이블 (Abingdon Press)  

해설성경 (대한기독교서회) 

 

 

1 월 찬송가 84장(통 96장)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요한복음 John 1:1-51 / 사무엘하 2 Samuel 1:1-27 

요한복음 John1:1-13“말씀이 육신이 되다”The Word Became Flesh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2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4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6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

이라 

8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9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니라 

 

1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2 He was in the beginning with God. 3 All things came into being through him, and without him 
not one thing came into being. What has come into being 4 in him was life, and the life was the 
light of all people.5 The light shines in the darkness, and the darkness did not overcome 
it. 6 There was a man sent from God, whose name was John. 7 He came as a witness to 
testify to the light, so that all might believe through him. 8 He himself was not the light, but he 
came to testify to the light. 9 The true light, which enlightens everyone, was coming into the 
world. 10 He was in the world, and the world came into being through him; yet the world did 
not know him. 11 He came to what was his own, and his own people did not accept 
him. 12 But to all who received him,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power to become 
children of God, 13 who were born, not of blood or of the will of the flesh or of the will of man, 
but of God. 

 

-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재성과 성육신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셧으며 하나님과 하나이신 말씀으로 소개하고, 이어서 말씀

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는 본질상 신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육신을 입은 사람의 성품, 인성을 지니신 분입니다. 

- 1절의 ‘말씀’은 헬라어 ‘로고스’로 지혜롭게 말하는 능력, 이성이라는 뜻으로 지혜의 근

본으로서 성육신 하신 인격적인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 7절의 ‘증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으로, 헬라-로마 사회와 유대 사회에

서 특별히 법적인 개념으로 사용된 말이었습니다.  

- 9절의 ‘참 빛’에서 ‘참’이란 사도 요한이 즐겨 사용하는 용어로서 ‘거짓에 반대되는 참’

이 아니라 ‘불완전을 완전케 하는 참’을 의미합니다.  

 

(언덕위의 소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두움의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만 

어두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근심의 어두운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미움과 질투의 어두운 먹구름이 우리들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가정의 

불화로 인하여 캄캄한 밤을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질병의 어두운 계곡을 헤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삶에 자신감을 잃고서 밝은 세상으로 자신 있게 

나오지 못하고 마음의 모든 창들을 다 닫아놓고서 어두운 그늘에서 한숨 쉬며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혼돈 가운데 있었던 세상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그 혼돈이 변하여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으신 아름다운 

질서의 세상이 창조된 것처럼, 예수님은 혼돈된 세상과 우리들의 삶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들을 가두어 두었던 

어두움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우리들을 생명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또한 어두움의 그늘에서 방황하며, 절망 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은총의 밝은 빛을 비춰 주시기 위하여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안명훈(아콜라연합감리교회) 

 

 

2 화 찬송가 210장(통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요한복음 John 2:1-25 / 사무엘하 2 Samuel 2:1-32 

요한복음 John2:13-22“성전을 깨끗이 하시다”Jesus Cleans the Temple 

13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14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15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

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18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1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20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사십육 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삼 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21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13The Passover of the Jews was near, and Jesus went up to Jerusalem. 14 In the temple he 
found people selling cattle, sheep, and doves, and the money changers seated at their 
tables. 15 Making a whip of cords, he drove all of them out of the temple, both the sheep and 
the cattle. He also poured out the coins of the money changers and overturned their 
tables. 16 He told those who were selling the doves, "Take these things out of here! Stop 
making my Father's house a marketplace!" 17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it was written, 
"Zeal for your house will consume me." 18 The Jews then said to him, "What sign can you 
show us for doing this?" 19 Jesus answered them, "Destroy this temple, and in three days I will 
raise it up." 20 The Jews then said, "This temple has been under construction for forty-six 
years, and will you raise it up in three days?" 21 But he was speaking of the temple of his 
body. 22 After he was raised from the dead,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he had said this; 
and they believed the scripture and the word that Jesus had spoken. 

 

 

 

- 본문은 유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먼 곳에서부터 오는 순례자들에게는,성전 안에서 소와 

양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편리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환전상들이 거기 있었던 것은 

당시 통용되던 현금들을 모든 유대인이 지불해야 할 성전세를 내는 데 필요한 두로의 

동전으로 바꾸어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 19절의 예수님의 말씀은 대부분의 유대인이나 성전을 관리하던 귀족들에게는 신성모독

적인 말로 들렸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고대에서 가장 화려한 건물 중 하나로서, 

유대교가 의지하던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 22절은 제자들이 나중에 가서야 예수님이 하셨던 바를 ‘기억하고’ 그런 다음에 ‘믿었

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성경’은 구약에 기록된 부활에 대한 예언을 말합니다.  

 

(언덕위의 소리) 

 

우리가예배의순결을지키기위해, 

교회의순수성을회복하기위해희생해야하는이유들은첫째는우리가유혹을받지않기위함입니

다. 유혹에약한우리,습관에약한우리, 

나중에는예배를위함인지장사를위함인지모르게되어먹은사람들. 

제사보다젯밥에마음이끌리게되어있는우리의죄성때문에아주처음부터철저하게모든것을희

생하며순결을지키는것이유익합니다.둘째는우리주위의믿음이약한사람이나믿음이없는사

람들을위함입니다. 

사람들은믿는다고하는우리들을보고있습니다.우리가희생을당연히여기며, 

항상무엇인가를베풀며그들에게접근할때세상사람들은우리의소망에대해관심을갖게됩니다

.셋째는희생은우리에게하나님을체험하는통로이기때문입니다. 

오직예수님만을섬기기위해희생할때능력의역사, 

은혜의역사가일어납니다.넷째희생만이우리성도들의삶이열매를맺게되는유일한길입니다.

이해관계를떠나교회와이웃을사랑하는마음으로희생의삶을살아가는것이예수께서세우시려

는진정한교회의모습입니다. 우리의순결한예배를위해주님께서십자가를지셨습니다. 

그리고그분의십자가로인해그분의생명이온세상으로퍼져갔습니다.이제십자가와부활이우

리로참된성전인예수님만을섬기게하시려는하나님의표적이요우리들의삶과예배를순수하게

유지하시려는하나님의방법임을알았습니다. 

오직예수님을위해오직이웃을위해모든것을희생할수있는데까지자라갈수있는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나영채(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 

 

3 수 찬송가 285장(통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요한복음 John 3:1-36 / 사무엘하 2 Samuel 3:1-39 

요한복음 John3:3-16“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Jesus Talks With Nicodemus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

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4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

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6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7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8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

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9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10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

느냐 

11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12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

느냐 

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

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 Jesus answered him, "Ver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see the kingdom of God without 
being born from above." 4 Nicodemus said to him, "How can anyone be born after having 
grown old? Can one enter a second time into the mother's womb and be born?" 5 Jesus 
answered, "Very truly, I tell you, no one can enter the kingdom of God without being born of 
water and Spirit. 6 What is born of the flesh is flesh, and what is born of the Spirit is spirit. 7 Do 
not be astonished that I said to you, "You must be born from above.' 8 The windblows where it 
chooses, and you hear the sound of it, but you do not know where it comes from or where it 
goes. So it is with everyone who is born of the Spirit." 9 Nicodemus said to him, "How can 
these things be?" 10 Jesus answered him, "Are you a teacher of Israel, and yet you do not 
understand these things? 11 "Very truly, I tell you, we speak of what we know and testify to 
what we have seen; yet you do not receive our testimony. 12 If I have told you about earthly 
things and you do not believe, how can you believe if I tell you about heavenly things? 13 No 
one has ascended into heaven except the one who descended from heaven, the Son of 
Man. 14 And just as Moses lifted up the serpent in the wilderness, so must the Son of Man be 
lifted up, 15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may have eternal life. 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so that everyone who believes in him may not perish but may have 
eternal life.  

- 본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이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영생에 대한 의문을 해결하고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 예수님과 함께 나눈 대화입니다. 

- 3절의 ‘거듭나지’는 직역하면 ‘위로부터 태어나다’라는 뜻으로, ‘거듭남’, ‘중생’은 전적으

로 위에 계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 8절의 ‘바람이 임의로 불매’라는 구절은 헬라어 ‘바람’과 ‘성령’이 같은 단어로 표현되

는 것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표현입니다. 

- 13절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성육신을 입은 하나님이며, 다시 부활 후 

승천을 하실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며,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실 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언덕위의 소리) 

 

우리는 발을 땅에 디디고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소나무가 뿌리를 땅에 깊이 내리

고 끊임없이 물과 양분을 빨아들여 하늘로 솟아 오르듯, 우리도 하늘로 솟아 올라야 합니다. 

우리는 소나무 씨앗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하늘로 솟아오를 모든 것이 주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신분도 바뀌었습니다. 차원도 달라졌습니다. 우

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미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이

미 씻기셨고 거룩하게 하셨고 의롭게 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그러

므로 이제 남은 것은 매일 그 영적 진실을 기억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며, 또한 교회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의 안내를 받아 Jesus-in 상태에 갇혀 살아가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실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참된 만

족과 기쁨과 행복을 맛볼 것이고, 이웃에게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 나무처럼 하늘을 향해 끊임없이 솟아 오르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김영봉(와싱톤한인교회) 

 

 

4 목 찬송가 288장(통 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요한복음 John 4:1-54 / 사무엘하 2 Samuel 4:1-12 

요한복음 John4:10-24“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Jesus Talks With a Samaritan Woman 

 

 

1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

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11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

사옵나이까 

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

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15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으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16 이르시되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라 

17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18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19 여자가 이르되 주여 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20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

이다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22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

서 남이라 

23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

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10Jesus answered her, "If you knew the gift of God, and who it is that is saying to you, "Give 
me a drink,' you would have asked him, and he would have given you living water." 11 The 
woman said to him, "Sir, you have no bucket, and the well is deep. Where do you get that 
living water? 12 Are you greater than our ancestor Jacob, who gave us the well, and with his 
sons and his flocks drank from it?" 13 Jesus said to her, "Everyone who drinks of this water will 
be thirsty again, 14 but those who drink of the water that I will give them will never be thirsty. 
The water that I will give will become in them a spring of water gushing up to eternal 
life." 15 The woman said to him, "Sir, give me this water, so that I may never be thirsty or have 
to keep coming here to draw water." 16 Jesus said to her, "Go, call your husband, and come 
back." 17 The woman answered him, "I have no husband." Jesus said to her, "You are right in 
saying, "I have no husband'; 18 for you have had five husbands, and the one you have now is 
not your husband. What you have said is true!" 19 The woman said to him, "Sir, I see that you 
are a prophet. 20 Our ancestors worshiped on this mountain, but you say that the place where 
people must worship is in Jerusalem." 21 Jesus said to her, "Woman, believe me, the hour is 
coming when you will worship the Father neither on this mountain nor in Jerusalem.22 You 
worship what you do not know; we worship what we know, for salvation is from the 
Jews. 23But the hour is coming, and is now here, when the true worshipers will worship the 
Father in spirit and truth, for the Father seeks such as these to worship him. 24 God is spirit, 
and those who worship him must worship in spirit and truth."  

- 본문은 당시 멸시 받고 소외된 사마리아 수가성 한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신 말씀입니다. 낮 중에 가장 뜨거운 시간인 정오에 여자 혼자서 우물에 

찾아온다는 것은 관습에서 벗어나는 것이었으며,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임

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여인과 대화하는 예수님의 행동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두 가

지 편견을 극복한 것인데, 하나는 사마리아인과 대화했다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여인

과 대화했다는 것입니다. 

- 10절의 ‘생수’의 단어적인 뜻은 괴어 있는 우물의 물과 반대되는 ‘신선한’ 혹은 ‘흐르

는’ 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요한이 단어의 이중 의미를 잘 사용하는 경향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이 용어는 ‘생명의 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 12절의 여인이 ‘우리 조상 야곱’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만이 야곱의 자녀이며, 사마

리아인들은 기껏해야 혼혈이라고 여겼던 유대의 가르침에 대한 모욕이었습니다. 

 

(언덕위의 소리) 

 

사람에겐 누구나 숨기고 싶어하고 적당히 외면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책임을  남에게 전

가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둘러싸는 껍질이 됩니다. 처음엔 우리를 보호하는 좋은 방식

입니다.  그런데, 때론 그 껍질이 우리를 자라지 못하게 하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나를 싸고 

있는 껍질, 나를 자라지 못하게 하면 벗겨져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

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골로새서3:9-10) 껍질 안으로 우리는 숨습니다. 그런데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서지 못해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찾아 오시기 때문입니

다. 껍질 속에 숨어 있는 우리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찾아 오시는 하나님, 그 분은 그 일을 포

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감싸는 껍질은 때로 불평이기도 하고, 때론 책임 전가로 나타납니다. 



나는 괜찮은데, 세상이 문제야, 네가 문제야 하는 식입니다. 그런데 그 껍질이 다른 사람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살갗을 쓰리게 합니다.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에게 무엇을 내놓고 

싶으십니까?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류재덕(밸리연합감리교회) 

 

5 금 찬송가 471장(통 528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요한복음 John 5:1-47 / 사무엘하 2 Samuel 5:1-25 

요한복음 John5:2-15“네가 낫고자 하느냐?”Do You Want to Get Well? 

 

2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다섯이 있

고 

3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

니 

4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5 거기 서른여덟 해 된 병자가 있더라 

6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7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8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10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

니라 

11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12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13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14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

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15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2 Now in Jerusalem by the Sheep Gate there is a pool, called in Hebrew Beth-zatha, which 
has five porticoes. 3 In these lay many invalids—blind, lame, and paralyzed. 4 5 One man was 
there who had been ill for thirty-eight years. 6 When Jesus saw him lying there and knew that 
he had been there a long time, he said to him, "Do you want to be made well?" 7 The sick man 
answered him, "Sir, I have no one to put me into the pool when the water is stirred up; and 
while I am making my way, someone else steps down ahead of me." 8 Jesus said to him, 
"Stand up, take your mat and walk." 9 At once the man was made well, and he took up his mat 
and began to walk. Now that day was a sabbath. 10 So the Jews said to the man who had 
been cured, "It is the sabbath; it is not lawful for you to carry your mat." 11But he answered 
them, "The man who made me well said to me, "Take up your mat and walk.' " 12They asked 



him, "Who is the man who said to you, "Take it up and walk'?" 13 Now the man who had been 
healed did not know who it was, for Jesus had disappeared in the crowd that was 
there. 14Later Jesus found him in the temple and said to him, "See, you have been made well! 
Do not sin any more, so that nothing worse happens to you." 15 The man went away and told 
the Jews that it was Jesus who had made him well.  

- 본문은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중 두번째로 유월절을 지키기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

을 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된 병자를 고쳐주신 말씀입니다. 

- 2절의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 ‘넘치는 물’이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 성 양문 곁에 

있는 연못을 가리킵니다. 고고학적인 발굴에 따르면 이곳은 직사각형으로 된 약 100m

의 길이와 60m의 넓이를 가진 연못이었습니다.  

- 10절의 안식일에 자리를 옮긴 일은 일종의 노동행위로 간주되어 금지된 행동이었습니

다. 침상은 그 위에 사람이 올라가 있을 때만 옮길 수 있었습니다. 

 

(언덕위의 소리) 

 

한국의 상담학 교수이며 내적치유강사인 정태기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자신의 젊

은 시절 깊은 우울증에 걸려서 아무 소망도 없던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그때 친구의 도움으로 

나병환자들이 있는 소록도에 가서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는

데 나병환자만 약 천명이 참여했습니다. 말씀이 끝나고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나는 전혀 기도

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머리를 숙이고 그냥 앉아있는데, 뒤에 기도하는 남자의 굵

은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내가 갚

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 너무 간절히 기도해서 뒤를 돌아보았는데, 자신은 깜

짝 놀랐다고 합니다. 코, 귀, 손목, 발목이 다 떨어진 나병환자가 그곳에서 울면서 하나님께 감

사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집회 후에 그를 붙잡고 물었다고 합니다. “아저씨 무엇이 그

렇게 감사하세요” 자신은 그분의 말을 평생잊을수가 없다고 합니다. “내 친척도, 친구도, 가족

도 다 나를 떠나고 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곳까지 나를 따라오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 인생에 가장 귀한 분은 예수님입니다. 그

분을 믿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박광배(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 

 

6 토 찬송가 86장(통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요한복음 John 6:1-71 / 사무엘하 2 Samuel 6:1-23 

요한복음 John6:22-35“생명의 떡이신 예수님”Jesus the Bread of Life 

 

22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23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 곳에 가까이 왔더라) 

24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

버나움으로 가서 

25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26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

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27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28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29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30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

이 무엇이니이까 

31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3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

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33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4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22 The next day the crowd that had stayed on the other side of the sea saw that there had 
been only one boat there. They also saw that Jesus had not got into the boat with his disciples, 
but that his disciples had gone away alone. 23 Then some boats from Tiberias came near the 
place where they had eaten the bread after the Lord had given thanks. 24 So when the crowd 
saw that neither Jesus nor his disciples were there, they themselves got into the boats and 
went to Capernaum looking for Jesus. 25 When they found him on the other side of the sea, 
they said to him, "Rabbi, when did you come here?" 26 Jesus answered them, "Very truly, I tell 
you, you are looking for me, not because you saw signs, but because you ate your fill of the 
loaves. 27 Do not work for the food that perishes, but for the food that endures for eternal life, 
which the Son of Man will give you. For it is on him that God the Father has set his 
seal." 28 Then they said to him, "What must we do to perform the works of God?" 29 Jesus 
answered them, "This is the work of God, that you believe in him whom he has sent." 30 So 
they said to him, "What sign are you going to give us then, so that we may see it and believe 
you? What work are you performing? 31 Our ancestors ate the manna in the wilderness; as it 
is written, "He gave them bread from heaven to eat.' " 32 Then Jesus said to them, "Very truly, 
I tell you, it was not Moses who gave you the bread from heaven, but it is my Father who gives 
you the true bread from heaven. 33 For the bread of God is that which comes down from 
heaven and gives life to the world."34 They said to him, "Sir, give us this bread 
always." 35 Jesus said to them, "I am the bread of life. Whoever comes to me will never be 
hungry, and whoever believes in me will never be thirsty. 

-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 온 생명의 떡이며, 장차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살과 피를 희생하게 될 대속물임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 23절의 ‘디베랴’는 문화적으로 헬라적 성향이 있는 갈릴리 호수변의 큰 도시로서, 티베

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으며, 헤롯 안디바가 묘지 터에 건설한 도시였습

니다. 

- 27절의 ‘인치신 자’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세우시고 인정하시고 신임하셨다는 

뜻입니다. 

- 34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 의도하신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듣는 사람들의 무지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덕위의 소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심은 떡을 먹은 사람들이 육신의 떡으로 만



족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썩는 양식을 위하여만 일하지 말고 썩지 않는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

하도록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란 내 필요를 채우는 공간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그

리스도 예수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헌신하는 사역으로 나타나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겸

손히 나 자신에게 물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그토록 갈망하여 찾고 있는가? 

그 분이 그리스도이며 구주요 생명이신 줄 바로 알았기 때문인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

은 사람들은 다 죽었습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을 먹은 사람들도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2천 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 사람만 

영원히 삽니다.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선포하셨던 것 처럼 

여러분들도 세상을 향해서 생명의 떡이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떡이 될 만

한 충분한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생명의 떡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마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용할 영의 양식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한진호(한사랑교회) 

 

7 일 요한복음 8:31-32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

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Then Jesus said to the Jews who had believed in him, “If you continue in my word, you are 

truly my disciples; and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make you free.” 

 

8 월 찬송가 526장(통 316장) 목마른 자들아 

 

요한복음 John 7:1-53 / 사무엘하 2 Samuel 7:1-29 

요한복음 John7:37-47“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Stream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Him 

 

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

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40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41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42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

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43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44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45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

였느냐 

46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 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47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37 On the last day of the festival, the great day, while Jesus was standing there, he cried out, 
"Let anyone who is thirsty come to me, 38 and let the one who believes in me drink. As the 
scripture has said, "Out of the believer's heart sha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 39 Now he said 
this about the Spirit, which believers in him were to receive; for as yet there was no 
Spirit, because Jesus was not yet glorified. 40 When they heard these words, some in the 
crowd said, "This is really the prophet." 41 Others said, "This is the Messiah." But some asked, 
"Surely the Messiah does not come from Galilee, does he? 42 Has not the scripture said that 
the Messiah is descended from David and comes from Bethlehem, the village where David 
lived?" 43 So there was a division in the crowd because of him. 44 Some of them wanted to 
arrest him, but no one laid hands on him. 45 Then the temple police went back to the chief 
priests and Pharisees, who asked them, "Why did you not arrest him?" 46 The police 
answered, "Never has anyone spoken like this!" 47 Then the Pharisees replied, "Surely you 
have not been deceived too, have you?  

- 본문은 명절 끝날에 생수의 강에 대해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실로암 못에 가서 물을 길어다가 번제단에 붓는 의식은 초막절 절기의 독특한 일들 중

의 하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의식과 관련되어 본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 38절의 ‘성경에 이름과 같이’는 초막절에 공개적으로 읽었던 스가랴 14장과 에스겔 47

장을 말합니다. 이 본문들은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와 온 세상에 생명을 줄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기에 38절은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의 기초석, 생명수의 

근원으로서 명절 때 읽는 성경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 47절의 ‘미혹’이란 말은 다른 유대인들을 우상 숭배나 배교로 이끈 사람에게 적용되던 

심각한 죄목이었습니다. 신명기 13장에서는 그에 대한 벌은 죽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

며, 몇몇 랍비들은 심지어 그런 사람들은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

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러한 죄목으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덕위의 소리) 

 

얼마 전 보낸 분의 이름 없이 책 하나가 선물로 왔습니다. 박완서 선생님이 쓰신 ‘노란집’ 뒷 

편에 ‘삶을 사랑하기 때 문에 쓴다’라는 글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죽도록 현역작가

이고 싶은 것은 삶을 사랑하기 때문이고, 노년기 또한 삶의 일부이기 때문이다.’(213쪽) ‘삶을 

사랑하기 때문에 쓴다.’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그 글을 읽다가 우리 교인들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이 왔습니다. 사실 저는 목회를 위해 목회수상을 쓰고,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를 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사랑이 저절로 우러나는 목회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글도 예수

님 사랑이 철철 넘치는 글이 술술 나오고 설교도 입만 열면 예수님 말씀이 생수의 강처럼 흘러

나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모든 좋은 것들은 아픔의 과정을 통해 열매가 됩니다. ‘중

년은 아프다’(박성만) 표지 글에 ‘아픔은 황금을 머금고 있다. 아픔은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

시는 최적의 골목이다. 인간의 아픔에는 하나님의 치유가 숨겨져 있다.’고 써져 있습니다. 어른

이 되어 어린아이들이 생각하는 크리스마스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아픔도 슬

픔도 어두움의 인생을 아는 경험이 있기에 더욱 아기예수가 목마르도록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

래야 모든 것을 통째로 끌어안고 사랑으로 살 수 있을 것입니다.잃어버린 것들을 찾을 수 있으

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으로만 찾을 수 있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그것들입니다. 잃어버린 나

도 예수님 안에서 다시 발견하는 것 입니다.세상이줄수없는세상이빼앗을수없는그예수님 사랑입

니다.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사랑하고 다시 소망하고 다시 거룩한 소명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김정호(아틀란타한인교회) 

 

9 화 찬송가 258장(통 190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요한복음 John 8:1-59 / 사무엘하 2 Samuel 8:1-18 

요한복음 John8:2-11“예수님, 그리고 음행중에 잡힌 여인”Jesus and the Woman Caught in 

Adultery 

 

2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3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4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5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

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7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8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9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에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10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

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2 Early in the morning he came again to the temple. All the people came to him and he sat 
down and began to teach them. 3 The scribes and the Pharisees brought a woman who had 
been caught in adultery; and making her stand before all of them, 4 they said to him, "Teacher, 
this woman was caught in the very act of committing adultery. 5 Now in the law Moses 
commanded us to stone such women. Now what do you say?" 6 They said this to test him, so 
that they might have some charge to bring against him. Jesus bent down and wrote with his 
finger on the ground. 7 When they kept on questioning him, he straightened up and said to 
them, "Let anyone among you who is without sin be the first to throw a stone at her." 8 And 
once again he bent down and wrote on the ground. 9 When they heard it, they went away, one 
by one, beginning with the elders; and Jesus was left alone with the woman standing before 
him. 10 Jesus straightened up and said to her, "Woman, where are they? Has no one 
condemned you?" 11 She said, "No one, sir." And Jesus said, "Neither do I condemn you. Go 
your way, and from now on do not sin again."] 

- 본문은 음행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한 여인을 아무런 정죄함없이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 5-6절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이유로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할 경우 사랑의 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여인을 용서할 경우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 7절의 ‘죄 없는’이란 말은 간음죄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말하는 것으로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없는 상태, 즉 죄를 지을 열망까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

도 죄를 범했다는 것은 유대에서는 익숙한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순순히 돌아간 것입니다. 

 

(언덕위의 소리) 



 

간음중에잡힌여인의이야기 입니다. 성전안에있는사람들은모두긴장이되어있습니다. 

몇몇사람들은손에돌을들고있었습니다. 

간음을하다가현장에서잡혔기에율법을따라돌을던질판입니다. 

그때에예수께서는경우에합당한말을하십니다.“너희중에죄없는자가먼저돌로치라.”그러자

돌을들고있던사람들이양심에가책을느껴어른부터시작하여젊은이까지하나씩성전을빠져나

가는것이었습니다. 경우에합당한말은율법조항을이깁니다. 

사람들의양심을일깨워보다더진실하게살게합니다. 죽을수있는사람을살리게합니다. 

여기서어른들이란율법에인이박힌사람들입니다. 

그들은누가뭐라해도자신들이지켜온율법을가지고판단하고실천하는사람들입니다. 

그런데그들이먼저양심의가책을느끼고자리를떴다고하는것은결코쉬운일이아닐것입니다. 

또젊은이들도그렇게하였습니다. 분명히간음을한일은잘못인것입니다. 

잘못은잘못이기에젊은이들은분명히옳은것을주장하였을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그들이자리를뜨게된것은자신들에게도다른모양의잘못이있는것이고, 

그것을일깨워준것이바로한마디의지나치지않는말이었던것입니다.경우에합당한말은지나

치지않은말입니다. 자극하지않는말입니다. 극단적인말을하는것이아닙니다. 

사람들이들어서옳은말이라여길뿐만아니라자기자신을돌아보게하는적합한말입니다. 

이선영(덴버연합감리교회) 

 

 

1

0 

수 찬송가 310장(통 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복음 John 9:1-41 / 사무엘하 2 Samuel 9:1-13 

요한복음 John9:1-12“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Go to Siloam and Wash 

 

1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2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

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3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

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4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 때는 아무

도 일할 수 없느니라 12 They said to him, "Where is he?" He said, "I do not know." 

(Joh 9:12 NRS) 

5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6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

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8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걸인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9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10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11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

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12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1 As he walked along, he saw a man blind from birth. 2 His disciples asked him, "Rabbi, who 
sinned, this man or his parents, that he was born blind?" 3 Jesus answered, "Neither this man 
nor his parents sinned; he was born blind so that God's works might be revealed in 
him. 4 We must work the works of him who sent me while it is day; night is coming when no 
one can work. 5 As long as I am in the world, I am the light of the world." 6 When he had said 
this, he spat on the ground and made mud with the saliva and spread the mud on the man's 
eyes, 7 saying to him, "Go, wash in the pool of Siloam" (which means Sent). Then he went and 
washed and came back able to see. 8 The neighbors and those who had seen him before as a 
beggar began to ask, "Is this not the man who used to sit and beg?" 9 Some were saying, "It is 
he." Others were saying, "No, but it is someone like him." He kept saying, "I am the 
man." 10 But they kept asking him, "Then how were your eyes opened?" 11 He answered, 
"The man called Jesus made mud, spread it on my eyes, and said to me, "Go to Siloam and 
wash.' Then I went and washed and received my sight." 12 They said to him, "Where is he?" He 

said, "I do not know."  
- 본문은 태어났을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시 유

대인들은 질병은 자신의 죄나 혹은 조상의 죄의 결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은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보여주셨습니다. 

- 4절의 ‘우리’라는 말 속에는 제자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 7절의 ‘실로암’은 ‘보냄을 받다’라는 뜻으로, 유다 왕 히스기야가 앗수르의 공격에 대비

해서 기혼 샘물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여들어 만든 연못이었습니다.  

 

(언덕위의 소리) 

 

예수님의제자들이 ‘이사람이소경이된것이누구의죄때문인가?’(요 9:2) 

라고묻는것은당시유대사회의전통은, 

소경의불행은그의죄로인한대가곧처벌의의미로해석하는것이지배적이었기 

때문입니다.그런데예수님은 

‘이사람이소경된것은이사람이나그의부모가죄를지은것이아니라하나님께서하시는일을그

에게서드러나게하시려는것이다’(요 9:3) 라고말씀하십니다. 

그가나면서부터소경인까닭은그누구의죄때문이아니라는말씀입니다.오히려예수님의관심

은이사람이소경된이유가무엇때문인가를밝히는데있었던것이아니라, 

그저그를치유하는것에있었습니다.제자들이 ‘왜이렇게소경이되었을까?’를궁금해하고, 

또그이유를죄로단정지었던것과는달리예수님은보이지않는소경의마음을바라보고있었던겁

니다. 아이가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집니다. 그러면 엄마는 ‘왜 잘 보고 

다니지 않느냐’며 타박을 합니다. 그런데 자녀를 교육하는 더 좋은 방식은 그게 

아니라, 먼저 아이의 상처를 살피고 그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는 엄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중심이 누구에 있습니까? 자기가 아니라 상대방에 있는 것입니다. 아이가 



넘어지고 싶어서 일부러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아이는 엄마가 나무라지 않아도 

다음부터는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대신에 엄마가 함께 아파해 주고 

걱정해 주는 것을 통해 엄마의 사랑도 알고, 또 엄마의 입장에서 남을 염려하는 

마음까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또 자기 만이 아니라 

엄마를 걱정해서라도 조심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권혁인(버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1

1 

목 찬송가 569장(통 442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요한복음 John 10:1-42 / 사무엘하 2 Samuel 10:1-19 

요한복음 John10:7-17“선한목자되신 예수님”Jesus the Good Shepherd 

 

7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

으리라 

10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12 삯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

니 이리가 양을 물어 가고 또 헤치느니라 

13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삯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14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17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7 So again Jesus said to them, "Very truly, I tell you, I am the gate for the sheep. 8 All who 
came before me are thieves and bandits; but the sheep did not listen to them. 9 I am the gate. 
Whoever enters by me will be saved, and will come in and go out and find pasture. 10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I ca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abundantly. 11 "I am the good shepherd. The good shepherd lays down his life for the 
sheep. 12 The hired hand, who is not the shepherd and does not own the sheep, sees the wolf 
coming and leaves the sheep and runs away—and the wolf snatches them and scatters 
them. 13The hired hand runs away because a hired hand does not care for the sheep. 14 I am 
the good shepherd. I know my own and my own know me, 15 just as the Father knows me and 
I know the Father. And I lay down my life for the sheep. 16 I have other sheep that do not 
belong to this fold. I must bring them also, and they will listen to my voice. So there will be one 



flock, one shepherd. 17For this reason the Father loves me, because I lay down my life in 
order to take it up again.  

- 본문은 예수님이 양과 목자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선한목자라고 말씀

하고 있습니다. 

- 8절의 ‘나보다 먼저 온 자’는 그 당신 넘쳐났던 많은 거짓 메시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언급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9절의 ‘누구든지’란 말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또한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란 말씀은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로 믿을 때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들어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 12절의 ‘삯꾼’은 야생 동물들로부터의 공격에 양을 지킬 책임이 없었으며(출22:13), 돈

을 받기 위해 양을 치는 일을 했습니다. 

 

(언덕위의 소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막10:15, 눅 18;17)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

라에 대한 생생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마치 어린 아이가 엄마 품에서 엄마를 알아 가듯이, 마

치 어린 양이 그 목자를 경험하고 알아가듯이 우리도 이세상에서 하나님의 품을 체험하고 경험

해야 하는 것입니다.저는 단지 예고편을 여러분에게 보여 드리고,실제로 목자를 만나고 체험하

는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제가 가장 추천할 만한 예고편 중에 한자락을 선사하겠습니다. ‘여

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제 이 말씀의 예고편이 여러분의 생생한 

체험으로 살아나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 목자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의로 인도하시는 분,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분, 

나를 지키시며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는 그 분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분을 통한 하나님의 역

사하심이 이전에도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느끼시고 체험하시기 바랍

니다. 그리고 그 목자를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영재(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 

 

1

2 

금 찬송가 488장(통 539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요한복음 John 11:1-57 / 사무엘하 2 Samuel 11:1-27 

요한복음 John11:32-44“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Jesus Raises Lazarus From the Dead 

 

32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뵈옵고 그 발 앞에 엎드리어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

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33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

고 불쌍히 여기사 

34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35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6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37 그 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

더냐 하더라 



38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39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

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매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

니 

41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42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43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44 죽은 자가 수족을 베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싸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32 When Mary came where Jesus was and saw him, she knelt at his feet and said to him, 
"Lord, if you had been here, my brother would not have died." 33 When Jesus saw her 
weeping, and the Jews who came with her also weeping, he was greatly disturbed in spirit and 
deeply moved. 34He said, "Where have you laid him?" They said to him, "Lord, come and 
see." 35 Jesus began to weep. 36 So the Jews said, "See how he loved him!" 37 But some of 
them said, "Could not he who opened the eyes of the blind man have kept this man from 
dying?" 38 Then Jesus, again greatly disturbed, came to the tomb. It was a cave, and a stone 
was lying against it. 39 Jesus said, "Take away the stone." Martha, the sister of the dead man, 
said to him, "Lord, already there is a stench because he has been dead four days." 40 Jesus 
said to her, "Did I not tell you that if you believed, you would see the glory of God?" 41 So they 
took away the stone. And Jesus looked upward and said, "Father, I thank you for having heard 
me. 42 I knew that you always hear me, but I have said this for the sake of the crowd standing 
here, so that they may believe that you sent me." 43 When he had said this, he cried with a 
loud voice, "Lazarus, come out!" 44 The dead man came out, his hands and feet bound with 
strips of cloth, and his face wrapped in a cloth. Jesus said to them, "Unbind him, and let him 
go." 

- 본문은 죽은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

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자신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 33절의 ‘심령에 비통히 여겼다’고 번역된 단어의 뜻은 화가 남, 분노, 심지어 격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무엇때문에 이러한 감정을 느끼셨는지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죽음을 유발시키는 죄에 대한, 그리고 그 죄에 

따르는 슬픔에 대한 도덕적 분노를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마리아와 마르다에 

대한 측은한 마음 때문에, 혹은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위선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 38절은 당시 죽은 사람들이 보통 동굴에 매장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일반적으로 원반 

모양의 돌로 홈을 따라 굴려서 무덤을 막아, 짐승과 강도로부터 그 안의 시체를 보호

했습니다. 시체는 천으로 싸서 무덤의 작은 방에 있는 마루 위에 뉘어 놓았습니다.  

 

(언덕위의 소리) 

 

예수그리스도께서죽는 것과 사는 것의 차이를 요한복음 11장에서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나사로

가 병이 든 것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일을 행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분



명히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육체의 정으로 인해 

죽음을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또한 예수

께서는 나사로를 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형제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말씀을 이

해하지 못하여 슬퍼하며 울고 있습니다. 아직도 영생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의 우는 것을 보

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하여(33절) 드디어 눈물을 흘리십니다(35절). 주님의 비통함이 느껴

지십니까? 영혼이 살아야 진정한 삶이되는 줄을 모르는 자들을 보면서 애를 태우시는 주님의 

자비하신 마음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표적을 이야기하며 죽지 못

하게 할 수 없었는가라고 비난하자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십니다(38절). 사람들은 육체의 죽

음에만 관심이 많습니다. 일본이나 우리가 지진이나 방사능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명이고 부활이신 예수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때문에 주님은 눈물을 흘리시며 비통해 하십니다. 

이동수(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 

 

 

1

3 

토 찬송가 151장(통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요한복음 John 12:1-50 / 사무엘하 2 Samuel 12:1-31 

요한복음 John12:20-33 

“한 알의 밀이 되신 예수님”Jesus a Kernel of Wheat Fallen to the Ground 

 

20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21 그들이 갈릴리 벳새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뵈옵고

자 하나이다 하니 

22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2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

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26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27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28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29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

도 하니 

30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니라 

31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32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33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러라 

 

20 Now among those who went up to worship at the festival were some Greeks. 21 They came 
to Philip, who was from Bethsaida in Galilee, and said to him, "Sir, we wish to see 
Jesus." 22 Philip went and told Andrew; then Andrew and Philip went and told Jesus. 23 Jesus 
answered them, "The hour has come for the Son of Man to be glorified. 24 Very truly, I tell you, 
unless a grain of wheat falls into the earth and dies, it remains just a single grain; but if it dies, 
it bears much fruit. 25 Those who love their life lose it, and those who hate their life in this 
world will keep it for eternal life. 26 Whoever serves me must follow me, and where I am, there 
will my servant be also. Whoever serves me, the Father will honor. 27 "Now my soul is 
troubled. And what should I say—"Father, save me from this hour'? No, it is for this reason that 
I have come to this hour. 28 Father, glorify your name." Then a voice came from heaven, "I 
have glorified it, and I will glorify it again." 29 The crowd standing there heard it and said that it 
was thunder. Others said, "An angel has spoken to him." 30 Jesus answered, "This voice has 
come for your sake, not for mine. 31 Now is the judgment of this world; now the ruler of this 
world will be driven out. 32 And I, when I am lifted up from the earth, will draw all people to 
myself." 33 He said this to indicate the kind of death he was to die. 

- 본문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 예수님 자신을 한 알의 밀로 

비유하면서 자신의 죽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 20절의 ‘헬라인들’은 헬라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일 수 있었습니다. 만일 그

렇다면 그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만일 개

종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도 최소한 그들은 종교적인 구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 28절의 말씀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과 말씀에 의하여 자기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고, 앞으로 그의 죽으심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언덕위의 소리) 

 

언덕 꼭대기에 있는 논에서 추수를 하던 한 농부가 땅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먼 바다를 내려

다보니 바닷물이 순식간에 멀리 빠져나가는 것이 보였습니다. 곧 해일이 몰려 올 징조였습니

다. 그런데 언덕 밑 낮은 지대에서는 이웃 사람들이 그것도 모른 채 정신없이 일을 하고 있었

습니다. 그 농부는 곧 해일이 올 것이라고 소리쳤으나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 

농부는 궁리 끝에 볏 짚단을 모아 불을 붙이고는 창고 처마 밑에 달려있는 종을 힘껏 쳐댔습니

다. 그제야 사람들은 언덕 쪽을 바라보았고 불을 끄려고 모두 올라왔습니다. 그들이 올라오자

마자 그곳엔 큰 파도가 몰려와 순식간에 물바다를 이루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무사할 수 있었

으나 대신 그 농부는 1년 동안 땀 흘려 농사지은 자신의 벼가 모두 타버리는 큰 희생을 치르

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곡식더미에 불을 놓지 않았더라면 자신의 농작물은 안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귀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건질 수 있었으니 자신의 희생을 아까워하거나 속상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나의 작은 희생으로 이웃에게 큰 유익을 주는 일이 얼

마든지 있습니다. 희생은 누군가 하나는 버려져야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특히 십자가는 더욱 

그렇습니다. 그 자체가 희생인 것입니다. 

구진모(시온연합감리교회) 

 

1

4 

일  

요한복음 John 15: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

루리라 



 

If you abide in me, and my words abide in you, ask for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done for you. 

 

1

5 

월 찬송가 455장(통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요한복음 John 13:1-38 / 사무엘하 2 Samuel 13:1-22 

요한복음 John13:12-20“제자들의 발을 씻으시는 예수님”Jesus Washes His Disciples’ Feet 

 

12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14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

라 

15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16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17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8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앎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19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 둠은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

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20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12 After he had washed their feet, had put on his robe, and had returned to the table, he said 
to them, "Do you know what I have done to you? 13 You call me Teacher and Lord—and you 
are right, for that is what I am.14 So if I, your Lord and Teacher, have washed your feet, you 
also ought to wash one another's feet.15 For I have set you an example, that you also should 
do as I have done to you. 16 Very truly, I tell you, servants are not greater than their master, 
nor are messengers greater than the one who sent them. 17 If you know these things, you are 
blessed if you do them. 18 I am not speaking of all of you; I know whom I have chosen. But it 
is to fulfill the scripture, "The one who ate my bread has lifted his heel against me.' 19 I tell you 
this now, before it occurs, so that when it does occur, you may believe that I am he. 20 Very 
truly, I tell you, whoever receives one whom I send receives me; and whoever receives me 
receives him who sent me."  

-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심으로 겸손과 섬김의 도를 몸소 본을 보이며 가

르치신 말씀입니다. 

- 14절은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받은 제자들은 당연히 세상속에서 사랑을 베풀며 섬김

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 16절은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크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역시 제자들이 반드시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섬김과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한다

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 18절에 예수님이 인용하신 성경 말씀은 매우 친근하던 자에게 배신을 당하고 큰 손해



를 본 다윗의 경험이 고백된 시편 41:9의 말씀입니다. 

 

(언덕위의 소리) 

 

우리는 지난날 영국에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며 고아들을 위하여 그의 일생을 바칠 수 있었

던, 고아들의 아버지 죠지 밀러를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섬길 수 있는 데에는 어떤 비

결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그는"비결이라니요? 다만 내가 죽었던 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에 대해 죽었고, 나의 의견과 선택과 취미와 내 뜻에 죽었으며 세상과 사람들의 찬성과 

비난에 죽었으며 내 형제나 친구들, 이웃에게도 죽었지요. 그 때부터 나는 다만 내 자신이 하

나님의 인정만 받는 삶을 살도록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의 비결은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들을 구

원하셨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하나님 본체이신 그분께서 종이 되심으로 본을 보이시고 희생적

인 사랑의 권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희생하는 사랑의 권위를 인정하고 

실천할 때에야 참 믿음을 증거하게 되고 믿음의 능력도 갖게 됩니다.우리는 흔히‘우리가 구원

을 받는 것, 다시 말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 그가 형제를 사랑하는지를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는 조건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을 안 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구

원을 받고도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는 자는 영적 장애인입니다. 영적 질병이 있으면 우

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며 치료를 받아야합니다. 

장동찬(베다니교회) 

 

1

6 

화 찬송가 93장(통 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요한복음 John 14:1-31 / 사무엘하 2 Samuel 13:23-39 

요한복음 John14:1-11 

“길이요 진리요 생명되신 예수님”Jesus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2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4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5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

나이까 

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

느니라 

8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

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1 "Do not let your hearts be troubled.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2 In my Father's 
house there are many dwelling places. If it were not so, would I have told you that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3 And if I go and prepare a place for you, I will come again and will 
take you to myself, so that where I am, there you may be also. 4 And you know the way to the 
place where I am going." 5Thomas said to him, "Lord, we do not know where you are going. 
How can we know the way?" 6Jesus said to him,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7 If you know me, you will know my Father also. 
From now on you do know him and have seen him." 8 Philip said to him, "Lord, show us the 
Father, and we will be satisfied." 9 Jesus said to him, "Have I been with you all this time, Philip, 
and you still do not know me? Whoever has seen me has seen the Father. How can you say, 
"Show us the Father'? 10 Do you not believ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s in me? 
The words that I say to you I do not speak on my own; but the Father who dwells in me does 
his works. 11 Believe me that I am in the Father and the Father is in me; but if you do not, then 
believe me because of the works themselves. 

-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고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떠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말씀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며, 하나님에 대한 진리이며, 하나님과 연합하

는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 2절의 ‘거할 곳’은 본래 여행자들이 쉴 수 있도록 마련된 휴식처라는 뜻이지만, 본문에

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곳,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말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 11절은 예수님을 그 말씀대로 믿는 것이 최고의 신앙임을 보여 줍니다. 그렇지 못하겠

으면 예수님의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것인데, 이것은 차선의 신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언덕위의 소리) 

 

세인트루이스를 지나던 한 변호사가 주일 아침, 교회를 찾다가 한 경찰의 추천을 받고 

한 교회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소개한 교회를 찾아가는 도중에 보니, 몇 개의 

교회를 지나치게 되었습니다. 해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그 경찰에게 “왜 

굳이 그 교회를 소개했냐”고 물었습니다. “이 지역에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제가 

직접 가보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일 아침마다 교통정리를 하면서 보니 

그 교회에다니는 교인들의 얼굴 표정이 가장 밝고 기뻐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소개한 것입니다.”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은혜 받은 얼굴과 은혜 받지 못한 

얼굴이 구별됩니다. 설령 힘겨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은혜 받은 백성에게는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에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시 94:19).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를 위해 

싸우시며 그 영혼을 즐겁게 하신다는 고백입니다.나는 거의 길치입니다. 늘 다니던 

길이 아니면 운전하면서 불안해서 가끔 헛길로 들어섭니다. 이런 나에게 네비게이션은 

구세주 같은 발명품입니다. 네비게이션을 처음 사용했을 때 그 감동은 말할 수 

없었습니다. 초행길도 그저 네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르다보면 정확히 목적지에 가닿게 

되니 참 신기했습니다. 다른 길로 진입해도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기계가 ‘리칼큐레이트’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니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가이드요 영적인 네비게이션입니다. 그 말씀의 지도를 받는 한,우리의 

심령에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철구(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 



 

1

7 

수 찬송가 430장(통 456장) 주와 같이 길가는 것 

 

요한복음 John 15:1-27 / 사무엘하 2 Samuel 14:1-33 

요한복음 John15:1-10“참포도나무 되신 예수님”Jesus the True Vine 

 

1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2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

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3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4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

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

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6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7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8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1 "I am the true vine, and my Father is the vinegrower. 2 He removes every branch in me that 
bears no fruit. Every branch that bears fruit he prunes to make it bear more fruit. 3 You have 
already been cleansed by the word that I have spoken to you. 4 Abide in me as I abide in you. 
Just as the branch cannot bear fruit by itself unless it abides in the vine, neither can you unless 
you abide in me. 5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Those who abide in me and I in them 
bear much fruit, because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6 Whoever does not abide in me 
is thrown away like a branch and withers; such branches are gathered, thrown into the fire, 
and burned. 7 If you abide in me, and my words abide in you, ask for whatever you wish, and it 
will be done for you. 8 My Father is glorified by this, that you bear much fruit and become my 
disciples. 9 As the Father has loved me, so I have loved you; abide in my love. 10 If you keep 
my commandments, you will abide in my love, just as I have kept my Father's commandments 
and abide in his love. 

- 본문은 예수님이 자신을 참포도나무로, 제자들을 가지로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구약과 

유대 문헌은 때로 이스라엘을 포도원이나 포도나무로 묘사했고 하나님은 포도나무 경

작자로 묘사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과 신앙적인 결속안에 머무는 것이 중

요함을 새롭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 5절은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열매 맺음의 전제이며, 또한 기도 응답의 조건임을 

말씀합니다. 제자들의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열매 맺는 것에 그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 6절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죽은 포도나무 가지는 아무 쓸모가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

다. 이것은 목공용이나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언덕위의 소리) 

 

대학원때경제적으로어려워져서힘들어하는친구가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어떻게해보겠다고이런저

런일에손을대었는데, 그럴수록공부는더힘들어지고, 삶은더욱고달파지고..살아가는데있어일이꼬

여가기시작하면, 한없이꼬여갈수있겠구나하는생각을그때해보았습니다.제게그런일이생길때저는

늘기본으로돌아가야한다는것을기억하려고애씁니다. 잘못끼워진단추는다시첫단추부터시작해야하

듯이, 인생의꼬인문제들도삶의기본이되는것을다시챙김으로서해결의실마리를찾을수있게되는것같

습니다.저희믿는사람들에게는또한신앙의기본이중요합니다. 일이꼬여가면서힘들어질때, 신앙의기

본부터다시챙기는것, 즉주일예배드리는것이나, 십일조를통해서감사하는것, 아니면새벽기도나개

인적인시간을정해놓고기도하는것, 또는성경공부등을통해서말씀을보는것등, 삶이힘들어지면서소

홀히하기쉬운기본적인것들을챙길때일의실마리가풀려가는것을경험하게됩니다. 저는설교준비를하

면서생각이돌고돌아무슨얘기를하려는지감이안잡히게꼬여가는경험을가끔합니다. 그때는생각하는

것을멈추고다시기본인성경말씀을두세번읽습니다. 소리내서도읽고, 다른번역본으로도읽고. 그러

다보면풀수없을정도로얽혀져있던생각이제대로정리되는것을경험합니다. 교회에서도복잡한일이생

기면일주일정도시간을정해서그문제를가지고고민하는것이아니라, 한권의책을정해읽습니다. 특별

히당면한문제와상관이없더라도목회나신앙에기본이되는내용을제시해주는책을읽는중에고민하는내

용의핵심이무엇이되어야하는지를새롭게깨닫게되는경험을자주합니다. 

 

김태준(살램연합감리교회) 

 

1

8 

목 찬송가 346장(통 398장) 주 예수 우리 구하려 

 

요한복음 John 16:1-33 / 사무엘하 2 Samuel 15:1-23 

요한복음 John16:24-33“세상을 이기신 예수님”Jesus Overcomes the World 

 

24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25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

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26 그 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

이 아니니 

27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

희를 사랑하심이라 

28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29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30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31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32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33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

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24 Until now you have not asked for anything in my name. Ask and you will receive, so that 
your joy may be complete. 25 "I have said these things to you in figures of speech. The hour is 
coming when I will no longer speak to you in figures, but will tell you plainly of the Father.26 On 
that day you will ask in my name. I do not say to you that I will ask the Father on your 
behalf;27 for the Father himself loves you, because you have loved me and have believed that 
I came from God. 28 I came from the Father and have come into the world; again, I am leaving 
the world and am going to the Father." 29 His disciples said, "Yes, now you are speaking 
plainly, not in any figure of speech! 30 Now we know that you know all things, and do not need 
to have anyone question you; by this we believe that you came from God." 31 Jesus answered 
them, "Do you now believe? 32 The hour is coming, indeed it has come, when you will be 
scattered, each one to his home, and you will leave me alone. Yet I am not alone because the 
Father is with me. 33 I have said this to you, so that in me you may have peace. In the world 
you face persecution. But take courage; I have conquered the world!" 

-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장차 올 박해에 대해서 담대한 신앙으로 이겨낼 것을 당

부하시는 말씀입니다. 

- 25절의 ‘비유’는 ‘길 곁에 있는 것’이라는 뜻으로, 유사한 상징적 표현으로 진리를 설명

하는 수사 기법을 말합니다. 

- 32절의 ‘흩어지고’는 ‘씨를 뿌리다’는 뜻으로, 마치 씨앗이 이리저리 흩뿌려지듯이 제자

들이 두 사람도 함께 하지 못하고 온통 뿔뿔이 흩어지게 될 것을 가리킵니다.  

- 33절의 ‘환난’은 ‘깔아뭉개다’, ‘압착하다’는 뜻으로, 식물이 열매나 뿌리를 압착기에 넣

어 즙을 내거나 기름을 짜듯 혹독하게 가해지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언덕위의 소리) 

 

노리치의 줄리안 ‘하나님 사랑의 현현’ 중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그분은 내 영혼에 고결한 영적 환희를 안겨 주었다. 환희에 젖어 나는 굳건한 확신을 가지고 

꿋꿋이견디었다. 괴로운 불안감은 없었다. 영적으로 가슴 벅차도록 기뻐, 평안하고 편안했다. 

모든 불안을떨쳐 낼 수 있었다. 이땅에서 나를 방해할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그 

기분은 금세 사라졌다. 곧 울적해져 의기소침해졌다. 삶이 지겹게 느껴지며 짜증이 밀려왔다. 

어렵더라도 살아가기위해선 꾹 눌러 참아야 했다. 위안과 안락은 없었다. 믿음과 희망과 사랑 

외에 남은 것은 없었다. 내게이 셋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지만 그 흔적조차 느낄 수 없었

다. 그 직후, 주님이 다시 영혼의위안과 안식을 주셨고, 내 영혼은 기쁨과 확신을 되찾았다. 한

없이 기쁘고 기운이 넘쳐, 나를 다시고뇌의 수렁에 빠뜨릴 두려움과 슬픔, 육체적이고 정신적

인 고통은 없을 것만 같았다. 그런데 다시내 마음에 고통이 밀려왔고, 어느새 기쁨과 환희가 

밀물처럼 따라 들어왔다. 이런 현상이 한 스무번쯤 반복됐다. 환희에 젖을 때는 사도 바울에게

라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과 떼어 놓을 것은 없을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

지만 고통에 휩싸일 때는 “주님, 저를 구원해 주십니오! 제가 죽겠나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

었다. 그런 환영은, 때로 위로받고 때로는 좌절해 외톨이로내버려진 듯한 기분을 느끼는 감정

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깨달음을 주기 위해보였던 것이다. 우리가 기쁠 때

나 슬플 때나 하나님은 한결같이 안전하게 지켜 주신다는 진리를깨닫게 해 주려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편집부  

 

1

9 

금 찬송가 364장(통 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요한복음 John 17:1-26 / 사무엘하 2 Samuel 15:24-37 

요한복음 John17:9-19“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Jesus Prays for His Disciples 



 

9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

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10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

았나이다 

11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

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2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의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13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14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

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15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

다 

16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17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19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

이니이다 

 9 I am asking on their behalf; I am not asking on behalf of the world, but on behalf of those 
whom you gave me, because they are yours. 10 All mine are yours, and yours are mine; and I 
have been glorified in them. 11 And now I am no longer in the world, but they are in the world, 
and I am coming to you. Holy Father, protect them in your name that you have given me, so 
that they may be one, as we are one. 12 While I was with them, I protected them in your name 
that you have given me. I guarded them, and not one of them was lost except the one destined 
to be lost, so that the scripture might be fulfilled. 13 But now I am coming to you, and I speak 
these things in the world so that they may have my joy made complete in themselves. 14 I 
have given them your word, and the world has hated them because they do not belong to the 
world, just as I do not belong to the world. 15 I am not asking you to take them out of the 
world, but I ask you to protect them from the evil one. 16 They do not belong to the world, just 
as I do not belong to the world. 17 Sanctify them in the truth; your word is truth. 18 As you 
have sent me into the world, so I have sent them into the world. 19 And for their sakes I 
sanctify myself, so that they also may be sanctified in truth.  

- 본문은 십자가를 앞에 두신 예수님이 세상에 남겨지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말

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제자들이 하나되고 세상에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간구하며,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을 이룰 수 

있기를 간구하십니다. 

- 12절의 ‘멸망의 자식’은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이 말은 

종말론적인 완전한 파멸 또는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유대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이교도

로 태어난 사람보다 배교자를 더 심하게 다루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배교자들은 진리를 

알았지만 그 진리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 18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참된 남은 자들, 즉 이스라엘 내의 구원받은 

언약 공동체로 말씀합니다.  

 

(언덕위의 소리) 

 

우리는흔히신앙과과학은전혀별개의것으로생각하는경향이있습니다. 신앙은무조건믿는것

이고과학은증명되고밝혀진것(원인과결과)을받아들이는것으로이해합니다. 그런데사실은

신앙만큼과학의원칙을보여주는것도없습니다. 성경에나와있는수많은사람들과예수님이후

지난 2014 년간크리스천들이경험한현존하시는하나님체험그리고하나님의인도하심경험! 

이는주님을믿는믿음이반드시승리한다는사실을 (어떠한역사나사건들보다도더) 확실하게

보여주는가장큰증거이기때문입니다. 그리고이증거는아직지속되고있습니다.우리는그것

을알고경험합니다. 

‘기도’를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지금이시대에도 ‘기도’의확실한방법으로우리와함께하시

고우리가운데큰능력을행하고계십니다. 그중에서도가장확실하게주님이응답하시는기도가

바로 남을위한‘중보의기도’ 입니다. 영어로 Intercessory Prayer! 

‘Inter’(사이로)‘Cession’(들거가서다).즉, 도움,사랑,힘,지혜가필요한사람을위하여그사람

과하나님사이의자리로들어가기도하는것입니다. 하나님은역사가운데중보기도에가장크게

응답하셨고지금도중보기도를제일기뻐하십니다.사람들이우리각자를위하여기도한다면 하

나님께서는우리의기도에응답하실것입니다. 무엇보다중요한것은, 

‘기도의자리’에서는것입니다. 새벽기도시간이가장좋습니다.하나님은새벽에일하시고응답

하시기때문입니다.믿는자는기도할때가장행복합니다.  

황헌영(남부시카고한연합감리교회) 

 

2

0 

토 찬송가 290장(통 412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요한복음 John 18:1-40 / 사무엘하 2 Samuel 16:1-23 

요한복음 John18:1-11“잡히시는 예수님”Jesus Arrested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 곳에 동산

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2 그 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 곳을 알더라 

3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

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4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6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7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대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8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9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10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

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11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

니하겠느냐 하시니라 

 

1 After Jesus had spoken these words, he went out with his disciples across the Kidron valley 
to a place where there was a garden, which he and his disciples entered. 2 Now Judas, who 
betrayed him, also knew the place, because Jesus often met there with his disciples. 3 So 
Judas brought a detachment of soldiers together with police from the chief priests and the 
Pharisees, and they came there with lanterns and torches and weapons. 4 Then Jesus, 
knowing all that was to happen to him, came forward and asked them, "Whom are you looking 
for?" 5 They answered, "Jesus of Nazareth."Jesus replied, "I am he." Judas, who betrayed 
him, was standing with them. 6 When Jesus said to them, "I am he," they stepped back and 
fell to the ground. 7 Again he asked them, "Whom are you looking for?" And they said, "Jesus 
of Nazareth." 8 Jesus answered, "I told you that I am he. So if you are looking for me, let these 
men go." 9 This was to fulfill the word that he had spoken, "I did not lose a single one of those 
whom you gave me." 10 Then Simon Peter, who had a sword, drew it, struck the high priest's 
slave, and cut off his right ear. The slave's name was Malchus. 11 Jesus said to Peter, "Put 
your sword back into its sheath. Am I not to drink the cup that the Father has given me?" 

- 본문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중 유다의 배반으로 인해 체포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 6절은 예수님의 신적권위를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고 말씀하

신 것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말인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출애굽기 3:14의 말씀이 

연상되었기 때문에 대적자들이 일시적으로 두려워 물러서서 엎드려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독교 이전의 유대 전승은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했을 때 바

로가 뒤로 넘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 10절의 ‘말고’는 대제사장의 종이었으므로 권세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오직 본문

에서만 그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종의 귀를 내리친 베드로의 행위는 분명 

처절한 행동이며, 용기 있는 행동이었지만, 의미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언덕위의 소리) 

 

어느 목사님의 ‘십자가와 걸레’라는 글을 읽고 진한 감동을 받았던 적이 생각났습니다. 

'임신 두달째에 접어들어 입덧이 심한 아내를 위해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밥도 

지으면서나는 걸레와 많이 친해졌다. 걸레는 자신의 몸으로 더럽고 먼지 낀 곳을 닦아 

깨끗하고 아름답게 만든다. 만약에 이 세상에 걸레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세상은 

온통 오염 덩어리요 시궁창보다 더 더러워서살기 힘든 곳이 될 것이다. 거리에 환경 

미화원이 없다면 거리는 오물투성이일 것이요,집에서 걸레를 들고 청소하는 이가 

없다면 집안은 난장판이 될 것이다. 오염된 공기, 오염된 물을 정화해 주는 자연이 

없다면 사람은 한 순간도 살 수가 없을 것이다. 이 걸레를 바라보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것이 있다. 십자가였다. 십자가 역시 누군가가 짊어져야 십자가이지 

짊어지지 않는 십자가는 나무 토막에 불과하다. 그렇구나, 십자가가야말로 이 세상의 



걸레이구나.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셨기에 예수는 우리의 주님이 되셨고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추상적으로 혹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만 생각한다. 십자가는 문자 속에, 신학 속에, 교리 속에 있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있어우리가 언제든지 손에 쥐고 닦아야 하는 걸레인지도 모른다.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다 바쳐 짊어지고세상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신 십자가, 

그것은 바로 오늘 내 손에 들려진 걸레이다. 걸레가 자기 몸을 희생하고 바치고 

헌신하며 더러운 곳을 닦아내고 깨끗하게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십자가가 의미하는 것 

또한 자기 희생, 자기 헌신, 자기 내어놓음, 자기 비움, 자기 나눔이 아닌가?’  

이성현(드림교회) 

 

2

1 

일  

누가복음 Luke 2:10-11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But the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for see—I am bring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for all the people: 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who is the 

Messiah, the Lord. 

 

2

2 

월 찬송가 104장(통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누가복음 Luke 1:1-38 / 사무엘하 2 Samuel 17:1-29 

누가복음 Luke 1:26-38“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May It Be As You Have Said  

 

26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27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28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9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30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32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33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4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35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

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36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37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38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26 In the sixth month the angel Gabriel was sent by God to a town in Galilee called 
Nazareth, 27 to a virgin engaged to a man whose name was Joseph, of the house of David. 
The virgin's name was Mary. 28 And he came to her and said, "Greetings, favored one! The 



Lord is with you." 29 But she was much perplexed by his words and pondered what sort of 
greeting this might be.30 The angel said to her, "Do not be afraid, Mary, for you have found 
favor with God. 31 And now, you will conceive in your womb and bear a son, and you will 
name him Jesus. 32 He will be great, and will be called the Son of the Most High, and the Lord 
God will give to him the throne of his ancestor David. 33 He will reign over the house of Jacob 
forever, and of his kingdom there will be no end." 34 Mary said to the angel, "How can this be, 
since I am a virgin?" 35 The angel said to her, "The Holy Spirit will come upon you, and the 
power of the Most High will overshadow you; therefore the child to be born will be holy; he will 
be called Son of God. 36 And now, your relative Elizabeth in her old age has also conceived a 
son; and this is the sixth month for her who was said to be barren.37 For nothing will be 
impossible with God." 38 Then Mary said, "Here am I, the servant of the Lord; let it be with me 
according to your word." Then the angel departed from her. 

 

- 본문은 천사 가브리엘이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던 마리아에게 메시야의 어머니가 되

리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말씀입니다. ‘마리아’의 이름은 ‘높여진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 27절의 ‘처녀’라는 말은 당시 유대교에서 보통 14세 이하의 미혼 여자를 지칭할 때 사

용하였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처녀’라는 단어는 아직 남자와 관계를 가져 본 적이 없

는 여자를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 대개 약혼 후 1년 뒤에 결혼했으며, 약혼한 사람은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했습니다. 증인들 앞에서 결혼을 약속하는 약혼과 여자를 남자

의 집으로 데려가는 결혼의 두 단계를 거쳐 혼인이 이루어졌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두 

경우 모두 동일했습니다. 

- 38절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는 고백은 당시 통상적으로 

복종이나 순종을 나타내는 데 쓰이던 말로서, 여호와의 뜻에 대한 자신의 철저한 복종

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언덕위의 소리)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것입

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복을 허락하셨으니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축복입니다. 임마누엘의 축복 입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전했던 유명한 말씀에 나오는 그 표현입니다. (마1:21-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

다 함이라’(23).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는 사건이며, 바

로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하신 약속 역시 ‘내가 세

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와서 제자

들에게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들과도 함께 하신다

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고, 생명을 

사랑하고, 정의를 이루기 위해 희생을 각오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

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이요, 복음서입니다. 이 약속을 기억하며 우리가 헌

신할 것을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배세진(올랜도연합감리교회) 

 

2

3 

화 찬송가 101장(통 106장) 이새의 뿌리에서 

마태복음 Matthew 1:1-25/ 사무엘하 2 Samuel 18:1-33 

마태복음 Matthew 1:18-25“임마누엘”Immanuel 

 

 



18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19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20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

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

이라 하니라 

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23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

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24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18 Now the birth of Jesus the Messiahtook place in this way. When his mother Mary had been 
engaged to Joseph, but before they lived together, she was found to be with child from the 
Holy Spirit. 19 Her husband Joseph, being a righteous man and unwilling to expose her to 
public disgrace, planned to dismiss her quietly. 20 But just when he had resolved to do this,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and said, "Joseph, son of David, do not be afraid 
to take Mary as your wife, for the child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21 She will bear 
a son, and you are to name him Jesus, for he wi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22 All this 
took place to fulfill what had been spoken by the Lord through the prophet: 23 "Look, the virgin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and they shall name him Emmanuel," which means, "God is 
with us." 24 When Joseph awoke from sleep, he did as the angel of the Lord commanded him; 
he took her as his wife, 25 but had no marital relations with her until she had borne a son; and 
he named him Jesus. 

- 마태복음 1장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시작되는 족보는 

구약성경이 예언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도래했다는 선포인 동시에 그 메시아가 아브

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통해 오신 예수임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 본문은 예수님이 성령의 잉태하심으로 마리아를 통해 태어나셨음을 말씀합니다. 누가

복음에서는 마리아의 믿음과 순종이 강조되었다면, 오늘 본문은 마리아의 남편이 요셉

의 의로움과 믿음의 순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21절에 ‘예수’의 문자적 의미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

속하기 위해 오신 메시아의 구속사적 측면이 강조된 이름입니다. 

- 23절에 ‘임마누엘’의 문자적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으로, 사람의 

형상을 입고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강조한 이름입니다. 

 

(언덕위의 소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저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

라 하니라’(마1:21)겨울의 추억 속에서 ‘기다림’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릅니까?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한 시간 거리의 학교까지 버스를 타고 통학을 해야 했습니다. 언제나 코 끝이 얼 정도

의 새벽 칼바람을 맞으면서 시린 발을 동동 구르며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4~5분 만에 버스가 

오면 그날은 아침부터 행복한 날입니다.그러나 버스가 지연되거나 만 차가 되어 승강장을 그냥 

지나치면 다음 버스를 하염없이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됩니다. 드디어 십 여분 뒤에 다음 버스

가 도착해서 차에 오르면 어느새 따뜻한 공기가 안경에 서리로 남아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차



가웠던 제 두 발도 다시 온기를 찾기 시작합니다. 기다림의 추운 시간은 버스 안의 온기로 한

꺼번에 저를 다 풀어 주었습니다.대강절의 4주,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12월 마지막 달력 한 

장이라 생각하겠지만, 저는 유년시절에 나를 태워 줄 버스가 빨리 오길 기다리던 기억처럼 이

번 대강절도 예수님의 오심에 더 깊은 설렘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주일 마다 새로운 촛불을 

하나씩 하나씩 밝히고 마지막에는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의 촛불을 켜게 될 것입

니다. 기대를 가진 사람에게 기다림은 언제나 설레입니다.  

김형렬(라그랜지한인교회) 

 

2

4 

수 찬송가 109장(통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마태복음Matthew 2:1-23/ 사무엘하 2 Samuel 19:1-23 

마태복음 Matthew 2:1-12“동방박사들의 경배”The Magi’s Worship 

 

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

러 말하되 

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7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9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

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2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1 In the time of King Herod, after Jesus was born in Bethlehem of Judea, wise men from the 
East came to Jerusalem, 2 asking, "Where is the child who has been born king of the Jews? 
For we observed his star at its rising, and have come to pay him homage." 3 When King Herod 
heard this, he was frightened, and all Jerusalem with him; 4 and calling together all the chief 
priests and scribes of the people, he inquired of them where the Messiah was to be 
born. 5 They told him, "In Bethlehem of Judea; for so it has been written by the 
prophet: 6 "And you, Bethlehem, in the land of Judah, are by no means least among the rulers 
of Judah; for from you shall come a ruler who is to shepherd my people Israel.' " 7 Then Herod 
secretly called for the wise men and learned from them the exact time when the star had 
appeared. 8 Then he sent them to Bethlehem, saying, "Go and search diligently for the child; 
and when you have found him, bring me word so that I may also go and pay him 



homage." 9 When they had heard the king, they set out; and there, ahead of them, went the 
star that they had seen at its rising, until it stopped over the place where the child 
was. 10 When they saw that the star had stopped, they were overwhelmed with joy. 11 On 
entering the house, they saw the child with Mary his mother; and they knelt down and paid him 
homage. Then, opening their treasure chests, they offered him gifts of gold, frankincense, and 
myrrh. 12 And having been warned in a dream not to return to Herod, they left for their own 
country by another road.  

-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은 점성술사로서 그들의 예언 능력은 헬라-로마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점성술은 동방 세계의 ‘과학’을 통해 세간에 널리 퍼

졌는데, 최고의 점성술사들은 동방에 살고 있었다는 데 이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 3절의 ‘소동’은 헤롯 왕과 사람들이 가졌던 두려움을 보여줍니다. 많은 통치자가 자신

의 몰락을 예견하는 점성적 징조를 두려워했습니다. 

- 6절의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을 가진 예루살렘에서 16km 정도 떨어진 작은 마

을이었습니다.  

- 11절에서 박사들이 몸을 굽혀 경배한 것은 동방에서 신이나 왕에게 취해야 할 적절한 

태도였습니다. 유황과 몰약은 동방의 특산물로서 지중해 문명권이 대표적으로 수입해 

오던 물품이었습니다. 

 

(언덕위의 소리) 

 

사람들은 혼자일 때 두려워합니다.사람들의 도움이 사라질 때 무서워합니다.도움이 없고 나 혼

자라고 생각되면 그것은 견디기 어려운 순간이 될 것입니다.그러나 어두운 가운데 빛이 비춰지

고 그 빛이 나를 조명하여 나에게 온다면 오히려 주변의 어두움은 그 빛을 더 빛나게 해주는 

커튼이 될 것입니다.사방이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빛납니다.그리고 그 별은 나를 비추고 있습

니다.그것이 성탄입니다.거룩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나를 위해 오셨습니다.그래서 주님

만 생각하고 주님의 손만 잡으면 그렇게 행복할 수 없습니다.누가 제게 행복을 묻는다면 분명

하게 행복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복입니다.그리고 그분은 구유에 오셨습니다.가장 

낮은 곳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구유일 수 있고,구유보다는 좀 나은 존재일 수 있지만 그 누

구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면 그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그리고 행

복한 우리는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함이 넘치는 교회.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입니다.하

나님께 감사하면 성도들에게 감사하게 됩니다.왜냐하면 내게 허락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

기 때문입니다.나에게 부족한 성도는 섬기면 되고,나에게 넘치는 성도는 감사하면 됩니다.섬기

다 보면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무엇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보다는 감사함으로 우리 지금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도민(라팔마연합감리교회) 

 

2

5 

목 찬송가 123장(통 123장) 저 들 밖에 한밤중에 

 

누가복음 Luke 2:1-21 / 사무엘하 2 Samuel 19:24-43 

누가복음Luke 2:8-20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Good News That Will Cause 

Joy for All the People 

8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9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10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

에게 전하노라 

11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12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

더니 

13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14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

다 하니라 

15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

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16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17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8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19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20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8 In that region there were shepherds living in the fields,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 by 
night. 9 Then an angel of the Lord stood before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and they were terrified. 10 But the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for see—I am 
bring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for all the people: 11 to you is born this day in the city of 
David a Savior, who is the Messiah, the Lord. 12 This will be a sign for you: you will find a child 
wrapped in bands of cloth and lying in a manger." 13 And suddenly there was with the angel a 
multitude of the heavenly host, praising God and saying, 14 "Glory to God in the highest 
heaven, and on earth peace among those whom he favors!" 15 When the angels had left them 
and gone into heaven, the shepherds said to one another, "Let us go now to Bethlehem and 
see this thing that has taken place, which the Lord has made known to us." 16 So they went 
with haste and found Mary and Joseph, and the child lying in the manger. 17 When they saw 
this, they made known what had been told them about this child; 18 and all who heard it were 
amazed at what the shepherds told them. 19 But Mary treasured all these words and pondered 
them in her heart. 20 The shepherds returned, glorifying and praising God for all they had 
heard and seen, as it had been told them. 

-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히 누가는 그리스도의 탄생과 관

련한 역사적 사실들을 언급함으로써 수신자들의 이해를 돕고자 했으며, 목자들의 경배

를 통해서 소외되고 천대받는 낮은 자들을 이해 오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

습니다. 

- 9절의 천사가 나타난 것,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고, 그 후에 거기 있는 목자들이 두려

움을 느낀 것 등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특별한 방식으로 행동하실 때 경험

되는 일이었습니다. 

- 19절의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는 마리아가 예수 탄생의 사건 전반을 기도하는 마

음과 자세로 계속해서 생각하여 그 의미를 되새겼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천사로부터 전해진 메시지들이나 처녀인 자신의 몸으로 잉태한 사실 등은 마리아로 하

여금 아기 예수의 신분과 사명에 대해 거듭 상고해 보게끔 하였을 것임에 분명합니다. 

 

(언덕위의 소리) 

 

성탄절이 다가와 성탄절 카드를 받을 때마다 카드에 담겨있는 아름다운 축복의 

말씀들이 저의 가슴을 훈훈하게 덮힐 때면 어김없이 저에게 배달되는 또 하나의 



소중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릴적 고향 교회의 성탄절 추억입니다. 저는 

어릴적 상기된 얼굴로 눈망울을 굴리며 크리스마스 선물 꾸러미를 조심조심 

풀어가듯이 또 한번  아득한 어릴적 추억의 꾸러미를 풀어봅니다. 추억의 내용은 

여전히 그대로 이지만  그것이 저에게 주는 감회는 매해 새롭게 느껴집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 추억으로 인해 제가 예수님을 무척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곰곰히 생각하여 보니 바로 그것이 저의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며 어릴적 저의 마음을 잘 표현해주는 '크리스마스와 우리집' (김현승)의 시 한 

편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동청(사철나무) 가지에 까마귀 열매가 달리는 빈 초겨울 

저녁이 오면 호롱불을 켜는 우리 집. 들에 계시던 거친 손의 아버지. 그림자와 함께 

돌아오시는 마을 밖의 우리집. 은접시와 이층으로 오르는 계단은 없어도, 웃는 우리 

집. 모여 웃는 우리 집. 소와 말과 그처럼 착하고 둔한 이웃들과 함께 사는 우리 집. 

우리 집과 같은 베들레헴 어느 곳에서, 우리 집과 같이 가난한 마음과 마음의 따스한 

꼴 위에서, 예수님은 나셨다, 예수님은 나신다.' 

김광태(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2

6 

금 찬송가 126장(통 126장) 천사 찬송하기를 

 

누가복음 Luke 2:22-40/ 사무엘하 2 Samuel 20:1-26 

누가복음 Luke 2:22-35“이방을 비추는 빛”A Light for Revelation to the Gentiles 

22 모세의 법대로 정결예식 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23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태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

를 주께 드리고 

24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

이더라 

25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

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28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29 주재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30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31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32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33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34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35 또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

더라 

22 When the time came for their purification according to the law of Moses, they brought him 
up to Jerusalem to present him to the Lord 23 (as it is written in the law of the Lord, "Every 
firstborn male shall be designated as holy to the Lord"), 24 and they offered a sacrifice 
according to what is stated in the law of the Lord, "a pair of turtledoves or two young 
pigeons." 25 Now there was a man in Jerusalem whose name was Simeon; this man was 
righteous and devout, looking forward to the consolation of Israel, and the Holy Spirit rested on 



him. 26 It had been revealed to him by the Holy Spirit that he would not see death before he 
had seen the Lord's Messiah. 27 Guided by the Spirit, Simeon came into the temple; and when 
the parents brought in the child Jesus, to do for him what was customary under the 
law, 28 Simeon took him in his arms and praised God, saying, 29 "Master, now you are 
dismissing your servant in peace, according to your word; 30 for my eyes have seen your 
salvation, 31 which you have prepared in the presence of all peoples, 32 a light for revelation 
to the Gentiles and for glory to your people Israel." 33 And the child's father and mother were 
amazed at what was being said about him. 34 Then Simeon blessed them and said to his 
mother Mary, "This child is destined for the falling and the rising of many in Israel, and to be a 
sign that will be opposed 35 so that the inner thoughts of many will be revealed—and a sword 
will pierce your own soul too." 

- 본문은 아기 예수님이 정결예식을 거행할 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

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입니다. 

- 23-24절은 출애굽기 13:2,12과 레위기 12:8에 언급된 것으로, 예수님의 부모는 모세 

율법을 제대로 경건하게 따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그들이 드린 제물인 산비둘

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둘은 그들이 가난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25절의 ‘이스라엘의 위로’는 메시야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받는 위로를 가

리킵니다. 

- 32절의 ‘이방을 비추는 빛’에서 ‘빛’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또한 그의 온전히 의로우

신 성품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성경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계시와 생

명의상징으로도 언급됩니다. 

 

(언덕위의 소리) 

 

우리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그분의 존재를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의 현존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그분의 

현존을 기대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이 죄의 어두움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빛의 존재로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어둠속에서 두려움에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에 참된 진리와 생명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을 비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분이 

우리 심령을 조명해 주실 때에 죄와 사망의 어두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참된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 땅 가운데 참된 

천국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고 이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에 비로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내가 만들고자 하던 천국을 무너뜨리십시오. 

내가 생각하던 유토피아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천국,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부르셔서 그분이 이 땅에서 그분을 드러내셨듯이, 자신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낼 존재를 

부르신 것입니다.우리를 부르셔서빛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그것을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가정, 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현존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혁(샌안토니오한인연합감리교회) 

 

2 토 찬송가 89장(통 89장) 샤론의 꽃 예수 



7  

누가복음 Luke 2:41-52/ 사무엘하 2 Samuel 21:1-22 

누가복음 Luke 2:41-52“예수님의 어린 시절”Jesus’ Childhood 

41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 더니 

42 예수께서 열두 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43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44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45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46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

니 

47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48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

냐 보라 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49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50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51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52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41 Now every year his parents went to Jerusalem for the festival of the Passover. 42 And when 
he was twelve years old, they went up as usual for the festival. 43 When the festival was 
ended and they started to return, the boy Jesus stayed behind in Jerusalem, but his parents 
did not know it. 44 Assuming that he was in the group of travelers, they went a day's journey. 
Then they started to look for him among their relatives and friends. 45 When they did not find 
him, they returned to Jerusalem to search for him. 46 After three days they found him in the 
temple, sitting among the teachers, listening to them and asking them questions. 47 And all 
who heard him were amazed at his understanding and his answers. 48 When his parents saw 
him they were astonished; and his mother said to him, "Child, why have you treated us like 
this? Look, your father and I have been searching for you in great anxiety." 49 He said to them, 
"Why were you searching for me? Did you not know that I must be in my Father's 
house?" 50 But they did not understand what he said to them. 51 Then he went down with 
them and came to Nazareth, and was obedient to them. His mother treasured all these things 
in her heart. 52 And Jesus increased in wisdom and in years, and in divine and human favor. 

 

- 본문은 예수님이 열두살 되던 때에 부모와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갔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해마다 유월절에 예루살렘을 순례하도록 요구

하였고, 예수의 부모 역시 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여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 예루살렘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가는 순례자들은 흔히 강도들의 위험으로부터 보

호받기 위해 무리를 지어 여행했습니다. 이웃과 무리를 지어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여

행하고 있던 마리아와 요셉은 이제 성인에 가까운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있을 것이라

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은 공식적으로 13세때부터 성인으로 인정했습니다. 

- 47절의 ‘놀랍게 여기더라’는 미완료 중간태 직설법으로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놀라움

을 나타내며, 그 본래 의미는 거의 기절할 정도로 놀랐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덕위의 소리) 

 



해마다, 절기를당하면올라가야만하는예루살렘, 

왜하나님께서는자신의백성들에게이세절기, 유월절, 칠칠절, 

장막절이되면하나님이정하시는곳으로올라와제사를드리라고하셨을까요? 

때가되어예루살렘으로향하는그들의모습은바로하나님을향한철저한순종의모습이요, 

자신들을세상과철저한구별시키는구별된모습이되기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세상으로부터자신들은하나님의백성이라는것을내어보임으로위로는하나님께순종하며, 

아래세상으로부터구별된자신들을보여줌으로세상사람들에게진정한하나님을내어보여주는

선교요, 전도였던것입니다. 

과연이마음을마음중심에간직을하고그들은예루살렘으로올라갔을까요? 

그리고주일이되면예배당으로향하는우리의마음한복판에자리잡고있는것인가요?우리는다

시한번우리신앙의중심을확인하여야할것입니다. 

이것이첫번째우리가확인하여야할것입니다.두번째는그러한과정속에서혹우리가잃은것은

무엇인지그잃은것을확인하고찾아나서야할것입니다.만약잃은것이확인된다면그가는길이

얼마가되었건, 

그길을돌려그잃은것을찾아나서야할것입니다.세번째는모든것들앞에우리에게주신하나님

의말씀으로돌아가야하는것입니다. 어머니마리아는‘이모든말을마음에두었다’ 

고기록을합니다. 바로하나님의말씀을마음에두고, 품고한해를시작하는것입니다. 

그렇게될때아기예수님이자라하나님의은혜가그위에있듯, 

그지혜와키가자라하나님과사람에게더사랑스러워가셨듯, 

우리의신앙이아름답게성장되어나갈것입니다. 

정치영(산타바바라한인연합감리교회) 

 

2

8 

일  

요한복음 John 20:31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

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But these are written so that you may come to believe that Jesus is the Messiah, the Son of 

God, and that through believing you may have life in his name. 

 

2

9 

월 찬송가 90장(통 98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요한복음 John 19:1-42 / 사무엘하 2 Samuel 22:1-51 

요한복음 John 19:17-27“십자가에 못박히신 예수님”Jesus Crucified 

 

17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

는 곳에 나가시니 

18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19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20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

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21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

라 쓰라 하니 

22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23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

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25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

지라 

26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

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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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17 and carrying the cross by himself, he went out to what is called The Place of the Skull, 
which in Hebrew is called Golgotha. 18 There they crucified him, and with him two others, one 
on either side, with Jesus between them. 19 Pilate also had an inscription written and put on 
the cross. It read, "Jesus of Nazareth, the King of the Jews." 20 Many of the Jews read this 
inscription, because the place where Jesus was crucified was near the city; and it was written 
in Hebrew, in Latin, and in Greek. 21 Then the chief priests of the Jews said to Pilate, "Do not 
write, "The King of the Jews,' but, "This man said, I am King of the Jews.' " 22 Pilate answered, 
"What I have written I have written." 23 When the soldiers had crucified Jesus, they took his 
clothes and divided them into four parts, one for each soldier. They also took his tunic; now the 
tunic was seamless, woven in one piece from the top. 24 So they said to one another, "Let us 
not tear it, but cast lots for it to see who will get it." This was to fulfill what the scripture says, 
"They divided my clothes among themselves, and for my clothing they cast lots." 25 And that is 
what the soldiers did. Meanwhile, standing near the cross of Jesus were his mother, and his 
mother's sister, Mary the wife of Clopas, and Mary Magdalene. 26 When Jesus saw his mother 
and the disciple whom he loved standing beside her, he said to his mother, "Woman, here is 
your son." 27 Then he said to the disciple, "Here is your mother." And from that hour the 
disciple took her into his own home. 

- 본문은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으

신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사형장인 골고다 언덕까지 가야 했습니다. 이

것은 그분이 일반 죄수로서 십자가에 못박히셨음을 보여줍니다.  

- 19절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란 패는 예수님의 죄목이 왕의 특권을 찬탈하려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죄목은 가이사의 칙령에 의해서만 사면될 수 있었습

니다. 예수님은 로마제국의 권위에 반역을 꾀했다는 죄를 덮어쓰신 것입니다. 

- 23절에 볼 수 있듯이, 당시 성문화된 로마법에 따르면 군병들은 처형된 사람이 입고 

있던 옷을 가질 권리가 있었습니다. 사형수는 벌거벗긴 채로 처형당하는 것이 관례였

습니다.  

 

(언덕위의 소리) 

 



20 세기 ‘경영학의 아버지’라 불려지는 분이 있습니다. 9 년 전, 96 세로 작고하신 피터 

드러커(Peter Drucker)입니다. 그의 이름에 어떤 형용사를 붙이는 것이 어색할 

정도의, 자타가 공인하는 탁월한삶을 살았던 그의 묘비에는 ‘지구를 경영한 

사람’이라고 씌여질 정도였습니다. 그런 그가 최근 저에게다시 부각된 이유는 근간에 

나온 그에 대한 책, ‘The Daily Drucker’의 한 쳅터, ‘나의 인생을 바꾼 한질문’이라는 

대목 때문이었습니다.그의 인생을 바꾼한 가지 질문은 그의 나이 13 살 때 한 

선생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죽은 뒤에 어떤사람으로 기억되기 

원하니?” 이 질문이 드러커의 인생에 충격을 주었던 것입니다. 사실 이 물음을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가짜 

그리스도인이다’라는토저(Tozer)의 말처럼, 어느 인생도 '죽음'을 통과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모든인생에게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우리는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진정 하나님과 사람앞에 어떤 인생으로 

기억되기를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합니다. 즉, 우리도 더 늦기전에 삶의방향을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드러커의 질문이 저에게도 예외없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교회는 훗날 어떤 교회로 기억될까?’ ‘나는 훗날 어떤 목사로 

기억될까?’ 그래서 더 겸허하게 주님의뜻을 물어보게 됩니다. 드러커는 인생이든 

기업이든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두 

요소를‘insight’(통찰력)와‘motivation’(동기부여)으로 꼽습니다. 즉, 시대를 보는 

통찰력과 타이밍을 놓치지않는 동기부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장찬영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 

 

3

0 

화 찬송가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요한복음 John 20:1-31 / 사무엘하 2 Samuel 23:1-39 

요한복음 John20:11-23“다시 살아나신 예수님”Jesus Resurrected 

 

11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12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 편에, 하나는 발 편에 앉았더

라 

13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

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14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15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

다 

16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는 말이라)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

라간다 하라 하시니 

18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

하셨다 이르니라 

19 이 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

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23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

라 하시니라 

 

11 But Mary stood weeping outside the tomb. As she wept, she bent over to look into the 
tomb; 12 and she saw two angels in white, sitting where the body of Jesus had been lying, one 
at the head and the other at the feet. 13They said to her, "Woman, why are you weeping?" 
She said to them, "They have taken away my Lord, and I do not know where they have laid 
him." 14 When she had said this, she turned around and saw Jesus standing there, but she 
did not know that it was Jesus. 15 Jesus said to her, "Woman, why are you weeping? Whom 
are you looking for?" Supposing him to be the gardener, she said to him, "Sir, if you have 
carried him away, tell me where you have laid him, and I will take him away." 16 Jesus said to 
her, "Mary!" She turned and said to him in Hebrew, "Rabbouni!" (which means 
Teacher). 17 Jesus said to her, "Do not hold on to me, because I have not yet ascended to the 
Father. But go to my brothers and say to them, "I am ascending to my Father and your Father, 
to my God and your God.' " 18 Mary Magdalene went and announced to the disciples, "I have 
seen the Lord"; and she told them that he had said these things to her. 19 When it was 
evening on that day, the first day of the week, and the doors of the house where the disciples 
had met were locked for fear of the Jews, Jesus came and stood among them and said, 
"Peace be with you." 20 After he said this, he showed them his hands and his side. Then the 
disciples rejoiced when they saw the Lord. 21Jesus said to them again, "Peace be with you. 
As the Father has sent me, so I send you." 22 When he had said this, he breathed on them 
and said to them, "Receive the Holy Spirit. 23 If you forgive the sins of any, they are forgiven 
them; if you retain the sins of any, they are retained." 

-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와, 유대인들을 두

려워하여 문을 닫고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말

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를 좇은 추종자의 혐의를 받고 있었으므로 비밀스러운 곳에 

은신하고 있었으며, 언제 군사들이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불안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 17절의 ‘붙들지 말라’는 예수님의 승천 사건 이후에 ‘만지는 일’이 허용될 것이라는 뜻

은 아닙니다. 이 표현은 ‘계속해서 나를 붙들고 있지 말라’ 혹은 ‘내게 매달리지 말라’

는 뜻으로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후에 의심많은 도마에게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

리에 넣어 보라’(27절)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 21절의 ‘평강이 있을지어다’는 일상적이고 표준적인 유대의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두려움과 초조함에 싸여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언덕위의 소리) 

 



지금까지 인류역사상 잊지 못할 감동적인 가장 크고 극적인 역전 드라마는 예수님의 부활입니

다. 예수님 부활은 일류 최대의 반전 스토리입니다. 제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희망을 갖고 따르

던 예수님이 너무나 무력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으로 끝났다고 체념하고 있을 때 무덤에서 삼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생명으로 반

전시키는 대 역전 드라마가 되었습니다.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스토리의 반전은 그냥 쉽

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반전과 역전은 대부분 고난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잘 나가고 잘 풀리는 상황에서는 반전이 

굳이 필요 없습니다. 부활의 반전은 유대종교지도자들과의 싸움을 통과하고 골고다의 십자가의 

고통과 남은 피와 물 한 방울도 남김없이 쏟으시는 죽음의 고통을 지나고 나서야 가능했던 것

입니다.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고난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반전과 역전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

신이 처한 환란과 역경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전이란 말 자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아직 길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고통스럽다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이 싸움에

서 졌다고 도중에 포기해 버리면 반전의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 역전드라마를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의준(남가주주님의교회) 

 

 

3

1 

수 찬송가 315장(통 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요한복음 John 21:1-25 / 사무엘하 2 Samuel 24:1-25 

요한복음 John21:15-23“네가 나를 사랑하느냐?”Do You Love Me? 

 

15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

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16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 님 그러

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

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8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

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 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19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20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

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이까 묻던 자더라 

21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23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

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러라 

 

15When they had finished breakfast, Jesus said to Simon Peter,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He said to him,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to 
him, "Feed my lambs." 16 A second time he said to him,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He said to him, "Yes, Lord;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to him, "Tend my 
sheep." 17 He said to him the third time,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Peter felt hurt 
because he said to him the third time, "Do you love me?" And he said to him, "Lord, you know 
everything; you know that I love you." Jesus said to him, "Feed my sheep. 18 Very truly, I tell 
you, when you were younger, you used to fasten your own belt and to go wherever you 
wished. But when you grow old, you will stretch out your hands, and someone else will fasten 
a belt around you and take you where you do not wish to go."19 (He said this to indicate the 
kind of death by which he would glorify God.) After this he said to him, "Follow me." 20 Peter 
turned and saw the disciple whom Jesus loved following them; he was the one who had 
reclined next to Jesus at the supper and had said, "Lord, who is it that is going to betray 
you?" 21 When Peter saw him, he said to Jesus, "Lord, what about him?" 22 Jesus said to 
him, "If it is my will that he remain until I come, what is that to you? Follow me!" 23 So the 
rumor spread in the community that this disciple would not die. Yet Jesus did not say to him 
that he would not die, but, "If it is my will that he remain until I come, what is that to you?" 

-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호수가에서 자신을 세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

아가셔서 그의 사랑을 확인하고 다시금 소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 17절의 베드로가 근심한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마음과 사랑은 변함이 없었지만, 

이미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경험 때문에 자신이 더 이상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음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볼 수 있습니다. 

- 18절은 베드로의 순교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벌리리니’는 ‘앞으로 뻗다’으 뜻으로, 포

승줄을 묶기 위해 두 팔을 앞으로 쭉 내밀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언덕위의 소리) 

 

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사람은 가치관이 바뀐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그리스도 중심

의 가치관으로 바뀐 것입니다. 요즘 많이 쓰는 용어로 말한다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있던 자리

에 그리스도 중심의 가치관이 이식(transplanted)된 것입니다. 가치관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내 생의 목표이고, 내 생의 의미이고, 그리스도만이 내 생

의 전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내 인생은 생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

도 중심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은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사람으로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무늬만 크리스천이지 그 속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자신의 모든 것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요21:15)  ‘이 사람들보다(more than these others)’이렇게 

번역된 말씀은 ‘이것들 보다(more than these)’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

들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고, 참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성경이 말하는 새로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의 사명(mission)을 가

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항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를 통해서만 사람이 변화될 수 있다는 말씀을 믿고 그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생의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이영기(제자연합감리교회) 

 

 

 

 

 



12 월 첫째주 소그룹 모임  

제목 :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본문: 요한복음 4:6-16 

 

찬송: 526장(통 316장) 목마른 자들아  

309장(통 409장) 목마른 내 영혼   

479장(통 290장)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1. 찬양과 여는 기도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2. 먼저오심 –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

니다.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지만, 당신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일이 있었습니까? 서로 이야기를 나

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우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어떻게 고백하게 

됩니까? 

 

3. 성경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4. 말씀속으로  

 예수님이 수가에 이르신 때는 제육시(정오)였습니다. 피곤을 느끼신 예수님은 우물 곁에 앉

으셨고,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갔기에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긷기 위해 왔습

니다. 그녀가 정오의 땡볕을 무릅쓰고 우물을 찾은 것은 사람들을 피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러나 그녀에게 예수님은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시면서 다가가십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적대감과 편견으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러한 요청은 상당히 이례적인 행위였습니다. 

이것이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었고, 예수님은 그녀에게 “영원한 생수”를 말씀하심으로써 영생의 길로 

초청하셨습니다.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던 여인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생명의 길로 초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생수에 대해 말씀하시며, 자신이 주는 물은 야곱의 우물물과 달리 갈급한 

영혼들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는 물을 먹은 사람은 그 속에서 

생수가 계속 솟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여인은 의심하는 태도를 버리고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여인은 예수님이 주는 물이 어떤 것인지 여전히 깨닫지 못했지만,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그 물을 구했던 것입니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말씀을 믿고 구할 때 그에 합당한 은혜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네 남편을 불러오라”(16절)라고 하신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이셨습니다. 



남편을 여럿 바꾸었지만, 아직도 세상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여인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는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5. 만나주심 –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

다.  

당신이 일상 생활에 너무 익숙하고 습관이 베인 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음성을 놓친 적은 

없었는지요? 

 

6. 다듬으심 –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결국은 신앙으로 자라나신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진전이 없어 답답해 하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에게 당신이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7. 들어쓰심 –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

눕니다.  

오늘도 우리 주변에는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처럼 정오에 혼자 물을 길러 나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신 주변에서 이런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번 한 주간 그 

사람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이야기 나누어 보십시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8.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며,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9. 찬양, 헌금, 헌금기도 및 ‘주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12월 둘째주 소그룹 모임  

 

제목 : 실로암 연못으로 

 

본문: 요한복음 9:1-12 

 

찬송:  337장(통 363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95장(통 82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되시며  

374장(통 423장) 나의 믿음 약할 때  

 



1. 찬양과 여는 기도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2. 먼저오심 –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

니다.  

• 혹시 최근에 어려움이 겹쳐 신앙적으로도 힘들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고난의 목적보다는 이

유를 묻게 될 때 우리가 힘들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3. 성경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4. 말씀속으로  

 

 제자들은 시각 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서 그 이유를 찾는데 집착합니다. 장애를 가지

고 태어났다면, 그 이유가 태중에서 지은 죄 때문이거나(참조 창세기 25:22) 부모의 죄 때문일 것이라

고(참조 겔 18:2) 생각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이유에 집착하는 그들의 태도가 잘못되었음을 깨

우쳐 주시며,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고난의 

목적을 강조하십니다.  고난 앞에서 “왜?”라는 질문에 집착하면 우리는 그 고난에 더 깊이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목적에 초점을 맟춘다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을 것입니

다.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아시고, 시각 장애인의 눈을 고쳐 주심으로써 세상의 

빛으로서 그 소명을 다하십니다. 시력 회복은 먼저 예수님의 특별한 행동(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의 눈에 바르심)과 그 사람의 순종(실로암 못에 가서 씻음)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실로암’은 여기에서 

이중적 의미를 갖습니다. 먼저 시각 장애인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실로암 못에 갔다는 의미입니

다. 또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시각 장애인을 실로암에 보내어 고쳐 주심으로써 자신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세상에 온 메시아

임을 예시하신 것입니다(참조 사 36:5; 눅 7:22). 그러므로 실로암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라는 놀라운 증거입니다.   

 

5. 만나주심 –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

다.  

 나를 향한 주님의 응답은 때로는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길로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실로암 연못를 향해 가는 이 시각 장애인의 심정을 살펴보시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6. 다듬으심 –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이전에 내게 아픔이었던 것이 이제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게 된 일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7. 들어쓰심 –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

눕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눈이 뜨이게 된 이 시각 장애인은 자신이 처지에서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치유자로, 예언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마침내 증거하게 됩니다. 내가 주변의 

이웃들에게 증거할 예수는 어떤 분이신지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8.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며,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9. 찬양, 헌금, 헌금기도 및 ‘주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12 월셋째주소그룹모임 

제목 : 최후의만찬자리에서 

 

본문: 요한복음 13:1-11 

 

찬송:  357장(통 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465장(통 523장) 주 믿는 나 남 위해  

455장(통 507장) 주님의 마음을 본 받는 자  

 

1. 찬양과 여는 기도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2. 먼저오심 –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

니다.  

• ‘동상이몽(同床異夢)’이란 말은 ‘같은 자리에서 다른 꿈을 꾼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

도들 간의 동상이몽의 경험을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3. 성경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4. 말씀속으로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에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은 세상의 상식을 뛰어 넘는 놀라운 사랑이었습니다. 당시에 발을 씻겨 주는 일은 주인이 하는 일

이 아니라 종이 하는 천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써 세

상과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셨습니다. 이는 제자들이 아직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이해하

지 못하고 예수님의 왕국이 도래하면 자신들이 차지할 자리를 놓고 다툼을 일삼았던 상황에서 보여

주신 주님의 본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대한 사랑이 실천되는 장소에서도 마귀의 공격은 진행되

고 있었습니다. 마귀는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팔아넘기라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님은 친

히 종의 자리까지 낮아지셔서 섬기는 사랑을 베푸셨지만, 마귀는 그런 사랑을 배신하고 스승을 짓밟

도록 부추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에수님의 사랑은 그러한 배신으로 좌절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은 배

신을 마음에 품은 가룟 유다의 발까지 씻겨 주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베드로는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며 예수님의 손길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위계질서로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생각한 행동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놀란 베드로는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달라고 달려듭

니다. 주님을 향한 베드로의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열정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에 대해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가룟 유다를 제외한 제자들 

모두가 이미 목욕한 자, 온몸이 깨끗한 자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대속의 은혜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을 정결케 씻어 준 것입니다.  

 

5. 만나주심 –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

다.  

 당신이 당신을 미워하고 있는 사람의 발을 씻겨 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시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6. 다듬으심 –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고 계실 때 제자들의 심정은 어떠했을까요? 당신이 오해했던 

사람에게서 친절을 받았을 때의 마음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7. 들어쓰심 –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

눕니다.  

 당신은 더 낮아지기 위해 교회에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죄인인 나를 깨끗하게 씻겨 

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어떻게 응답하겠습니까?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8.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며,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9. 찬양, 헌금, 헌금기도 및 ‘주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12 월넷째주소그룹모임 (성탄절특집)  

제목 : 유대땅베들레헴에서 

 

본문: 마태복음 2:1-12   

 

찬송: 104장(통 104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108장(통 113장) 그 어린 주 예수  

111장(통 111장) 귀중한 보배합을   

 

1. 찬양과 여는 기도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2. 먼저오심 –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

니다.  

• 막연히 나선 여행길에서 길을 잃어 방황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했습

니까? 

 

3. 성경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4. 말씀속으로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나실 것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은 왕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헤롯은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아들들과 부인까지 

살해한 잔인한 자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헤롯에게 밀착된 인물들이었으며, 대제사장마저도 헤롯

이 임명한 자였습니다. 따라서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을 찾으러 왔을 때, 그들은 당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세상에 위협을 느낀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들어 그리스도가 베들레

헴에서 날 것이라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아기를 찾으면 자신도 경배하겠다고 말한 헤롯도 

그리스도께 경배하러 동방박사를 따라 나서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자신에게 집착하는 사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졌다고 그리스도를 경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방박사들은 비록 성

경에 대해 부족한 지식에서 출발했지만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별이 도중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

은 유대인의 왕이라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판단해서 예루살렘으로 갔고, 제사장들과 서

기관들의 성경 지식 덕분에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정확한 지식을 얻습니다. 

결국 베들레헴으로 가는 도중에 별을 다시 발견했고, 예수님이 태어난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들

은 기뻐하면서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렇듯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사

람은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5. 만나주심 –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

다.  

 매주마다 예배를 드리지만 항상 분명한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지는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되어야할까요? 

 

6. 다듬으심 –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헤롯은 베들레헴에서 왕이 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왜 왕을 경배하러 나서지 못하였을까요? 당신이 왕을 경배하러 나서지 못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7. 들어쓰심 –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

눕니다.  

 금년 성탄이 진정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는 절기가 되기 위해서 당신이 가장 먼저 

준비되어야 할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정하셔서 함께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당신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8.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며,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9. 찬양, 헌금, 헌금기도 및 ‘주기도’로 모임을 마칩니다.  

  

  



함께 하신 분들 

 

기쁨의 언덕에서  

배연택 목사(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 SC) 

 

언덕 위의 소리 

구진모 권혁인 김광태 김도민 김영봉 김정호 김태준 김형렬 나영채 류재덕 박광배 배세진 배 혁  

안명훈 이동수 이선영 이성현 이영기 이철구 장동찬 장찬영 정치영 지영재 한의준 한진호 황헌영 

 

소그룹 모임 교재 

윤국진 목사(워싱톤한인교회 센터빌캠퍼스, VA) 

 

표지그림 

천세민(아틀란타한인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