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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3 The First Commandment and the Book of Revelation 
03 첫 계명과 계시록 

I. THE BIBLICAL STORYLINE: THE SPIRIT IS RAISING UP A PREPARED BRIDE 
성경적 이야기 줄거리: 성령님이 준비된 신부를 일으키신다 

A. Review: Jesus’ statement in Matthew 22:37-38 reveals God’s mission statement for the human race. 
Thus, it is the most reliable measurement of success for a believer at the judgment seat of Christ.  
복습: 마태복음 22:37-38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 선언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믿는 자들을 위한 성공의 척도의 가장 신뢰할 만한 것이다. 
37“‘You shall love the Lord…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mind.’ 
38This is the first and great commandment.” (Mt. 22:37-38) 
37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 22:37-38) 

B. The Spirit will reveal the supremacy of the first commandment to the Church before Jesus returns. 
성령님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교회에게 첫 계명의 우월성을 드러내실 것이다.  

C. John made a stunning prophetic declaration that the end-time Church will be a prepared Bride  
(Rev. 19:7).  
사도 요한은 마지막 때의 교회가 준비된 신부가 될 것이라는 놀라운 예언을 선포했다. (계 19:7) 
7…for the marriage of the Lamb has come, and His wife has made herself ready. (Rev. 19:7)  
7…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계 19:7) 

1. God’s ultimate eternal purpose for creation is to provide a family of faithful children for 
Himself and an equally yoked Bride for Jesus as His eternal companion. 
하나님의 창조의 영원한 궁극적 목적은 당신 자신을 위한 신실한 자녀들을 가족으로 준비하시는 
것과 예수님을 위해 영원한 동반자로서 동등한 멍에를 지는 신부를 준비하시는 것이다. 

2. The biblical storyline includes far more than a great end-time revival. It includes the Father 
raising up a prepared Bride for His worthy Son. 
성경적 이야기의 줄거리는 마지막 때의 거대한 부흥보다 훨씬 더 큰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존귀한 아들을 위해 준비된 신부를 일으키시는 것을 포함한다. 

3. If we lose sight of Jesus coming for His Bride, then the book of Revelation may be reduced to 
end-time events, facts, and charts.  
우리가 그분의 신부를 위해 오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한다면, 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건들, 
사실들, 그리고 차트들에 불과한 것으로 축소될 것이다. 

4. The greatest corporate miracle in history is the transformation of the end-time Church from 
spiritual compromise into a “prepared Bride” walking in the first commandment.  
역사상 공동적으로 일어날 가장 큰 위대한 기적은 마지막 때의 교회가 영적인 타협으로부터 벗어나 
첫째 계명 안에 살아가는 “준비된 신부”로 변화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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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The Spirit will use the great end-time outpouring of God’s power and presence and the establishing 
of His people as a family together with great persecution to transform His Church.  
성령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큰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권능과 임재의 부어짐을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심한 핍박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가족으로 확고히 하시는 것을 사용하실 것이다.  

E. Bridegroom revival: Jesus will come to His people as a Bridegroom who wants all of their heart.  
신랑 부흥: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의 전심을 원하시는 신랑으로서 그들에게 오실 것이다. 

1. The end-time “Bridegroom revival” will be far more invasive than any revival in history.  
마지막 때의 “신랑 부흥”은 역사상 있었던 어떤 부흥보다 훨씬 더 깊이 내면을 만질 것이다. 

2. Jesus will reveal and impart His love in an unprecedented way that will transform the Church.  
예수님은 전무후무한 방식으로 그분의 사랑을 드러내시고 전해 주셔서 교회를 변화시키실 것이다. 

3. Jesus is more than a King ruling over His servants—He is a Bridegroom King who is coming 
back for a cherished Bride.  
예수님은 왕으로서 그분의 종들을 다스리는 분 이상이시다. 그분은 소중히 여기는 신부를 위해 
돌아오시는 신랑이고  왕이시다. 

4. As a King, Jesus wants His servants to do His will faithfully; as the Bridegroom He wants all 
of her heart.  
왕으로서, 예수님은 그분의 종들이 그분의 뜻을 충실하게 행하길 원하신다. 신랑으로서, 그분은 그의 
신부의 모든 마음을 원하신다. 

5. As a King, Jesus anoints the ministry of His servants with power; as the Bridegroom, He wins 
the heart of His people with His extravagant love and beauty.  
왕으로서, 예수님은 그분의 종들에게 권능의 기름을 부으신다. 신랑으로서, 그분은 넘치는 사랑과 
아름다움을 부어 그분의 백성들의 마음을 얻으신다. 

II. THE END-TIME CHURCH IN HER BRIDAL IDENTITY 
신부의 정체성을 가진 마지막 때 교회  

A. Revelation 22:17 is one of the most informative and significant prophecies describing what truths 
and activities the Spirit will powerfully emphasize in a new way in the generation the Lord returns.  
계시록 22:17절은 주님의 재림 세대 가운데 새로운 방법으로 성령님이 강력하게 강조하시는 진리와 
활동들에 대해 묘사한 가장 많은 정보들과 중요한 예언들 중의 하나이다. 
17The Spirit and the Bride say, “Come!” Let him who hears say, “Come!” And let him who 
thirsts come…20“Surely, I am coming quickly.” Even so, “Come, Lord Jesus!” (Rev. 22:17, 20) 
17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20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 22:17,20)  

B. Revelation 22:17 describes the Church saying and doing what the Spirit is saying and doing. 
계시록 22:17은 성령님이 말씀하시고 행하시는 것을 말하고 행하는 교회를 묘사하고 있다. 
1. What is the Spirit saying? He is revealing the Bridegroom with the redeemed as His Bride.  

성령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님은 그분의 신부를 구속하신 신랑임을 계시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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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hat is the Spirit doing? He is praying for Jesus to come in power as the Bridegroom, and  
He is calling thirsty people to come to Jesus as the Bridegroom and to see themselves as His 
Bride. Thus, He is praying and calling the nations to Jesus through the lips of His people.  
성령님이 행하고 계시는 것은 무엇인가? 그분은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권능으로 오시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또한 갈급한 자들이 신랑 예수님께 나오고 그들 스스로를 그분의 신부로 보도록 
부르고 계신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그분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 열방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도록 
기도하며 부르고 계신다. 

C. The body of Christ will walk in her identity as a cherished Bride.  
그리스도의 지체는 소중히 여김을 받는 신부로서의 정체성 안에서 걸어갈 것이다. 

1. This indicates a great increase of fresh understanding of Jesus as the Bridegroom King  
and of the redeemed as His cherished Bride.  
이것은 예수님이 신랑 되시는 왕이심을, 그리고 구속된 사람들이 그분의 소중히 여기는 신부라는 
신선한 이해가 크게 증가할 것임을 시사한다. 

2. Only as the Church sees Jesus as a Bridegroom will they see themselves as His Bride.  
오직 교회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볼 때만 자신을 신부로서 볼 수 있다. 

D. For the first time the Spirit will universally emphasize the Church’s identity as Jesus’ Bride.  
John does not proclaim that the Spirit and the family say, “Come,” nor the army, the body, the 
temple, or priesthood. Forever we will rejoice in our identity as God’s family, body, temple, etc. 
처음으로 성령님이 교회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신부로서 보편적으로 강조하실 것이다. 사도 요한은 가족, 
군대, 몸, 성전, 또는 제사장들이 성령과 함께 “오라”라 고 외친다고 하지 않았다.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몸으로서, 성전으로서, 기타 등등의 우리의 정체성을 기뻐할 것이다. 

1. As sons of God, we are in the position to experience God’s throne as heirs of His power  
(Rev. 3:21; cf. Rom. 8:17).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우리는 그분의 권능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는 위치에 있다.     
(계 3:21; 롬 8:17과 비교) 

2. As the Bride, we are in the position to experience God’s heart (emotions or affections).  
신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 (감정들과 애정)을 경험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E. John prophetically described two activities that the Spirit will emphasize in the Church worldwide.  
사도 요한은 성령님이 전세계에 있는 교회에게 강조하시는 두 가지 활동에 대해 예언적으로 묘사했다. 

1. The Spirit will inspire and anoint the Church to pray (for Jesus to come in power as 
Bridegroom).  
성령님은 교회가 기도하도록 (예수님이 신랑으로서 권능 가운데 오시도록) 영감을 주시고 기름 
부으실 것이다. 

2. The Spirit will inspire and anoint the Church to proclaim the prophetic message (of Jesus as 
the Bridegroom and the redeemed as His bride). 
성령님은 교회가 예언적 메시지 (예수님이 신랑이시고, 구원받은 자들이 그분의 신부라는)를 
선포하도록 영감을 주시고 기름 부으실 것이다. 

F. The Church can pray, “Come, Lord Jesus, as a Bridegroom!” in three different ways: 
교회는 “신랑 되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세가지 다른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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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me NEAR US in intimacy (individual breakthrough of our heart in God). 
친밀함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오소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 마음의 개별적 돌파) 

2. Come TO US in revival (regional or national breakthrough of the Spirit in revival). 
부흥으로 우리에게 오소서 (부흥으로 인한 지역적 혹은 국가적인 영적 돌파) 

3. Come FOR US in the sky (historical breakthrough of the second coming of Jesus). 
공중으로 우리를 위해 오소서 (예수님 재림의 역사적 돌파) 

III. JESUS IS RETURNING FOR A CHURCH FILLED WITH GOD’S GLORY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를 위해 돌아오신다 

A. Jesus’ commitment is to present the Church to Himself in the end times, filled with glory. 
예수님의 헌신은 마지막 때에 교회를 영광으로 가득 찬 교회로 그분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다. 
25Christ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for her, 26that He might sanctify and cleanse her… 
27that He might present her to Himself a glorious church, not having spot or wrinkle…29For no 
one  ever hated his own flesh, but nourishes and cherishes it, just as the Lord does the church… 
31“For this reason a man shall…be joined to his wife, and the two shall become one flesh.” 
 32This is a great mystery, but I speak concerning Christ and the church. (Eph. 5:25-32)  
25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26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히 구별하고, 킹 제임스 흠정역] 거룩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요, 킹 제임스 흠정역] 27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영광스런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킹제임스 흠정역]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29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소중히 
여기기를, 킹제임스 흠정역]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1그러므로 [이런 까닭에, 킹 제임스 
흠정역] 사람이…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엡 5:25-32) 

1. Present her to Himself: The high point of God’s plan is to present His people on the wedding 
day in His glory and splendor. This is the greatest day in history. The drama seen when Adam 
received Eve (Gen. 2:18-25) is replayed again in the glory of the resurrection when Jesus as 
the second Adam receives His Bride to begin their reign together on the millennial earth.  
자기 앞에… 세우사: 하나님의 계획의 가장 주된 요점은, 그분의 백성들을 영광과 찬란함으로 혼인날 
그분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이다. 아담이 하와를 맞았을 때 보았던 
(창 2:18-25) 이 드라마는 부활의 영광 가운데 다시 보여질 것인데, 곧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서 
그분의 신부를 맞아 이 땅의 천년왕국에서 함께 통치를 시작하시는 때다. 

2. Sanctify her: Jesus separated us to Himself in the highest position of favor and privilege. 
거룩히 구별하고: 예수님은 그분 당신을 위해 우리를 구별하셔서 은총과 특권의 높은 자리로 
이끄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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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leanse her: Jesus will cleanse His Church from all compromise and feelings of shame.  
The end-time explosion of pornography is the enemy’s direct attack against the first 
commandment. We express love for God “with all of our mind” by putting things into our 
mind that inspire love for God instead things that diminish our capacity to love Him.  
정결하게 하려: 예수님은 그분의 교회를 모든 타협과 수치심으로부터 씻으실 것이다. 마지막 때 
음란물의 폭발은 첫째 계명에 대한, 적들의 직접적인 공격이다. 우리는 “온 생각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곧 그분을 사랑하기 위한 역량을 줄어들게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불러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 생각에 넣는 것이다. 
1“I have made a covenant with my eyes; why should I look upon a young woman?” 
 (Job 31:1)  
1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 31:1) 

4. Nourishes the Church: The Spirit will help the Church receive more of Jesus’ nourishing. As 
we understand this, we grow in confidence, gratitude, and love for Him.  
교회를 양육하고: 성령님은 교회가 예수님의 양육을 더욱 받도록 도우실 것이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할 때, 우리는 확신, 감사,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 가운데 성장한다. 

5. Cherishes the Church: This speaks of Jesus’ warm and tender attention to our every need. 
The word conveys the sense of showing gentle and tender care (1 Thes. 2:7).  
교회를 소중히 여기기를: 이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에 대한 예수님의 따뜻하고 부드러운 관심을 
말한다. 이 단어는 온화하고 부드러운 돌봄을 나타내는 느낌을 담고 있다 (살전 2:7). 

B. We love God more by “seeing more.” When we see more, then we feel more, leading to being 
transformed more. I encourage people not to “try harder” but to invest time to “see more.”  
우리는 “더 바라봄”으로써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 우리가 더 바라볼 때, 우리는 더 느끼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로 더 변화되게끔 이끈다. 나는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고, “더 바라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라고 권면한다. 

C. The Spirit is raising up His messengers who will reveal the cherishing heart of Jesus and who will 
call others to define loving Jesus as God’s highest priority. They will make encountering Jesus’ 
heart and walking in the first commandment the primary focus of their life and ministry.  
성령님은 예수님의 소중히 여기시는 마음을 드러낼 그분의 메신저들을 일으키시는데, 이 메신저들은 다른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의 최우선순위로 정의하도록 외칠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깊이 경험하는 것과 첫째 계명을 살아가는 것을 그들의 삶과 사역의 중심으로 삼을 것이다. 

D. David prophesied the Father’s promise to give Jesus an inheritance consisting of a people whom He 
fully possesses in love. No one else can give God all “your love” except for you. A unique part of 
Jesus’ inheritance has been entrusted by the Father to you—it is the love that only you can give.  
다윗은 예수님에게 유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예언했는데, 이 유업은 그분이 사랑 가운데 
온전히 소유한 백성들이다. 하나님께 “당신의 모든 사랑”을 줄 수 있는 이는 당신 자신 외에는 없다. 
예수님의 유업의 독특한 부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특별히 당신에게 맡기셨다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만이 
드릴 수 있는 사랑이다.  
8I [the Father) will give You [Jesus] the nations for Your inheritance, and the ends of the earth 
for Your possession. (Ps.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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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내게 구하라 내 [하나님 아버지]가 이방 나라를 네 [예수님에게]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시 2:8) 

1. Mandatory obedience: God will cause all creation to obey Jesus (Phil. 2:9-11). 
의무적인 순종: 하나님은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 순종하게 하실 것이다 (빌 2:9-11). 

2. Voluntary love: God will raise up people who voluntarily choose to love Him. 
자발적인 사랑: 하나님은 그분 사랑하는 것을 자발적으로 택하는 이들을 일으키실 것이다. 

E. Moses prophesied Israel would love God with all their heart in the end times (Deut. 30:1-6).  
모세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신 30:1-6). 
6The Lord…will circumcise your heart…to love the Lord…with all your heart. (Deut. 30:6) 
6… 여호와께서 네 마음…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신 30:6) 

IV. JESUS’ PRIMARY MESSAGE TO THE SEVEN CHURCHES (REV. 2-3) 
일곱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 (계 2-3장) 

A. Jesus gave a strong correction to three churches—Ephesus, Sardis, Laodicea—for having drifted 
into spiritual dullness and compromise, and He counseled them how to overcome it. He corrected 
these three churches for neglecting His primary message to love Him with all their heart. 
예수님은 세 교회들, 에베소, 사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강한 책망을 하셨다. 그들이 영적 침체와 
타협으로 떠내려간 것에 대해 지적하셨고, 그들이 어떻게 그것을 이겨낼지 알려주셨다. 그분은 이 세 
교회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분의 주된 메시지를 간과한 것을 지적하셨다. 

B. These churches represent the common ways that believers drift into spiritual dullness without being 
aware of it. We are to apply His counsel here to our personal life and to those to whom we minister.  
이 교회들은 믿는 자들이 스스로 알지 못한 채 영적 침체로 떠내려가는 보편적인 방식들을 나타낸다. 
우리는 여기서 그분의 조언을 우리 개인의 삶에 적용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이들의 삶에도 적용하도록 해야 
한다. 

C. Jesus corrected the church of Ephesus for neglecting to love Him in the way that was initially so 
prominent in the great Ephesian revival (Acts 19). They had a unique history in revival.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간과했다고 지적하셨다. 그들이 이전에 에베소 대부흥 때 
(행 19장) 주님을 사랑했던 것처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들은 부흥에 있어서 독특한 역사가 
있었다. 
1“To the angel of the church of Ephesus write…2 ‘I know your works…3you have persevered… 
and labored for My name’s sake and have not become weary. 4…I have this against you, that you 
have left your first love. 5Remember from where you have fallen; repent and do the first works.’” 
(Rev. 2:1-5)  
1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2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3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4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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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hey drifted into spiritual dullness by over-activism—by working for Jesus without 
communing with Him. Over-activism hinders us from cultivating a responsive heart of love.  
Service is very important, but it can never replace taking time to cultivate love for Jesus.  
그들은 과잉 행동주의로 인해 영적 침체로 떠내려갔는데, 그것은 그분과의 깊은 연결됨 없이 
사역했기 때문이다. 과잉 행동주의는 우리로 사랑에 반응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을 방해한다. 섬김은 
매우 중요하지만, 결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깊게 하는데 시간 들이는 것과 대체할 수는 없다. 

2. Jesus called them to respond in three ways to restore their love—to remember, repent, and act. 
예수님은 그들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세 가지 방식으로 반응하라고 하셨다. 그 방식은 생각 
(기억)하고 회개하며 행동하는 것이다.  

D. The church in Sardis had a reputation for its dedication to Jesus, but it had become spiritually dead. 
They drifted into dullness by having confidence in the reputation related to their past dedication.  
사데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헌신으로 좋은 평판이 있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되었다. 그들은 과거의 
헌신에 대한 그들의 평판에 확신을 두었다가 영적 침체로 떠내려갔다. 
1“To…the church in Sardis write, ‘…you have a name that you are alive, but you are dead.  
2Be watchful, and strengthen the things which remain, that are ready to die…3Remember 
therefore how you have received and heard; hold fast and repent.’” (Rev. 3:1-3)  
1사데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3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계 3:1-3) 

1. They were dead or asleep in their spiritual life as evidenced by their lack of hunger for His 
Word and being weighed down with things like fear, shame, despair, compromise, etc.  
그들은 죽은 상태, 혹은 영적인 삶에 잠든 상태가 되었는데, 이는 그분의 말씀에 대한 배고픔이 없고 
두려움, 수치심, 절망, 타협 등과 같은 것들로 눌렸다는 증거다. 

2. Jesus gave them five exhortations for restoring their spiritual passion—to be watchful, to 
strengthen things that remained, to remember, hold fast, and repent.   
예수님은 그들에게 영적인 열정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다섯 가지 권면을 하셨다. 깨어서 남은 것을 
굳건하게 하고 생각(기억)하고 지키고 회개하라는 것이다. 

E. The church in Laodicea drifted into spiritual dullness by misinterpreting God’s blessing on their 
finances and circumstances as His approval of their spiritual lifestyle. Jesus gave them five 
exhortations—to buy from Him gold, to buy garments, to anoint their eyes, be zealous, and repent.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들의 재정과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잘못 이해함으로써 영적 침체로 
떠내려갔다. 그들의 영적인 삶의 방식을 주님이 인정하신다고 오해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섯 
가지 권면을 하셨는데, 그분에게서 금을 사고, 흰 옷을 사고, 눈에 안약을 바르고, 열심을 내며, 회개하라고 
하셨다. 
14“To the…Laodiceans write, ‘…17Because you say, “I am rich, have become wealthy, and have 
need of nothing”—and do not know that you are wretched, miserable, poor, blind, and naked—
18I counsel you to buy from Me gold refined in the fire…and white garments …that the shame of 
your nakedness may not be revealed; and anoint your eyes with eye salve, that you may see.  
19As many as I love, I rebuke and chasten. Therefore be zealous and repent.’” (Rev. 3:14-19)  
14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17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 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내가 너를 권하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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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9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계 3:14-17) 

F. Buy from Me gold: The gold of a deep relationship with Jesus makes us rich by tenderizing our 
heart to feel more love from Him and for Him. We buy gold or engage in the God-ordained process 
of acquiring a deep relationship with God. In buying gold, we do not earn it, but invest in a costly 
way to position ourselves to receive it—by placing our cold hearts before the fire of His presence. 
내게서… 금을 사서: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라는 금은 우리를 부요하게 한다. 그분과의 깊은 관계는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그분을 향한 사랑을 더욱 느끼도록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금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절차를 따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금을 사는 것은 
그것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댓가를 치루고 (시간 등을) 투자해서 그것을 받도록 우리 자신을 그 자리에 
두는 것이다. 곧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그분의 임재의 불 앞에 두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