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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님께 드립니다



모든 것 중의 제일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 C.S 루이스

The best thing of all is God is with us.
- C.S Luise



Could you not watch with me one hour?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one hour)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마 26:40)

Dear Lord 주님,

From February 2021, 2월에는

sitting before you 주님 앞에 앉아 
eating your Word 주님의 말씀을 읽고 
praying to you, 주님께 아뢰며 
will have a fellowship with you.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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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 형제는 1611년 프랑스 동부 로렌(Lorraine) 지방, 에리메닐(Herimenil)이라는 작
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열여덟 살 되던 겨울 어느 날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던 그는, 자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
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고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 파리에 있는 소수도원, 맨발의 카르멜회
(Discalced Carmelite Prior in Paris)에 들어갔다. 그러나 충분한 고등 교육을 받지 못했기
에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 형제의 자격으로 1691년 2월 12일,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까
지, 그는 반평생 넘도록 수도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샌들을 수선하는 등 허드렛일을 하며 
보냈다. 하지만 일의 크고 작음에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임하였으며, 기도 중이건 일하는 중이건 하나님의 임재를 매 순간마다 연습하여 일종의 생활 
습관으로 만들었다. 따라서 로렌스의 하나님은 그와 함께 음식을 만들고, 심부름을 하고, 걸
레질을 하고, 항아리를 닦았던 것이다. 

로렌스의 이런 삶에 감명을 받는 보포르 신부가 로렌스 형제 사후, 그와 나눈 대화 및 자신을 
포함 여러 지인들과 주고받은 열다섯 통의 편지들을 엮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발간하였다.

크리스천의 삶에 영향을 끼치며 신앙의 고전이요, 신앙생활 필독서로 손꼽혀온 로렌스 형
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매 순간마다 느끼며 그분과 대화를 나누
는 영적 기쁨이 샘솟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 로렌스 형제 -
Brother Law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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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편  CONVERSATIONS

하나님께 다가가는 데는 기술(art)도 과학(science)도 필요치 않습니
다. 다만 오직 마음(heart)을 그분께 향하겠다고 굳게 결심하거나(reso-
lutely determined) 혹은 하나님을 위해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이 필요할 
뿐이지요.

두 번째 대화  SECOND CONVERSATION

 즐거움으로 바뀌기까지
항상 그를 다스려 왔던 것은 개인적인 관심사가 아닌 사랑이었습니다. 

모든 행동의 목표(end)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정한 후 그는 자신의 
방식(method)에 아주 만족할 만한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
랑하기에 땅에서 지푸라기를 주워 올리는 것만으로도 기뻐했지요. 오직 하
나님을 찾는 것 외엔 아무것도, 심지어 그분이 주신 재능도 마다했답니다.

한동안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 거란 확고한 믿음 때문에 마음이 몹시 괴
로웠던 적이 있었나 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히려 그 반대라며 그를 
설득하고 나섰지만 실패로 돌아갔지요. 결국 스스로 깨달아 판단했지만 
말입니다. “내가 수도원 생활에 들어선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향한 사
랑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오직 그분을 위해 행동하려고 노력을 기울였지
요. 내게 어떤 일이 닥치든, 멸망하든, 구원받든, 나는 오로지 하나님을 사
랑하는 마음에서 계속 흠 없이 행하길 원합니다. 적어도 나는 내 안에 품
은 이 선한 마음을 다해 죽을 때까지 그를 사랑할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의 고통은 4년 정도 지속되어 왔는데, 그 기간 그는 많이 괴로워했답니다. 

그는 이후 완전한 자유(perfect liberty)와 샘솟는 기쁨(continual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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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삶을 보냈습니다. 이를테면 그가 저질렀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
고 자신은 그분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말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
선 여전히 그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나누는 끝없는 대화 : 솔직하고, 분명하고, 단순하게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그분께 아뢰

는 습관(habit)을 들이기 위해서는, 먼저 부지런함(diligence)으로 나아
가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노력을 기울이면, 하나
님의 사랑이 우리를 일깨우는 것을 별 어려움 없이 깨닫게 된다 했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좋은 시절이 지나고 나면, 다음엔 고통과 괴로
움(pain and suffering)이 올 차례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
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견뎌
낼 힘(strength)을 주실 것을 알기에 딱히 어려워하지 않았답니다.

어떤 선(virtue)을 실천해야만 하는 때가 생기면 그는 하나님께 다가가 
말을 걸었지요. “주님, 당신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해낼 수가 없어
요.” 그러면 하나님께선 곧 더할 나위 없는 힘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가 본분(duty)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단지 잘못(fault)을 아뢰기만 하
면 되었다는군요. “주님, 당신께서 저를 그냥 내버려두시면 저는 결코 아
무것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제가 넘어지는 것(falling)을 막고 잘못
된 것을 고쳐 주실(mend) 분은 오직 당신이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솔직하고 분명하게(frankly and plainly) 이야기하고, 
문제가 생기면 곧바로 도움(His assistance)을 간청하면서, 아주 단순한 
방법(in the greatest simplicity)으로 그분과 함께 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
습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결코 부족함 없이 이를 들어주셨다 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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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기 
얼마 전 그는 부르고뉴(Burgundy)에 심부름을 가야만 했습니다. 수도

원에서 쓸 포도주를 사기 위해서였지요. 사실 그에겐 그다지 달갑지 않은 
임무였습니다. 장사 수완도 없는 데다, 가뜩이나 한 쪽 다리를 저는데, 배
를 타는 대신 직접 큰 드럼통을 굴리며 걸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이 일이나 포도주를 사는 것을 불편해하는 대신 하나님께 말씀드렸다지
요. 그가 하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입니다. 그 뒤, 일은 잘 해결되
었다고 합니다. 일 년 전엔 같은 일로 오베르뉴(Auvergne)에 갔었는데, 
자세한 경위는 듣지 못했지만 그때도 일은 매우 잘 매듭지어졌다는군요.

부엌(천성적으로 매우 싫어하던)에서 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
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에 스스로를 맞춰 나갔고, 어떤 경우든 
업무를 잘 수행해나갈 수 있도록 기도했지요. 그러자 일이 퍽 수월해짐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그렇게 15년을 거기서 일했답니다. 

 지금 그는 자신이 맡은 업무에 만족해합니다만, 때가 되면 다른 사람들
이 그렇듯 그 역시 자신의 일을 넘길 준비가 항상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그 어떤 조건에서
도 항상 기뻐하기 때문이랍니다. 

그에게 정해진 기도 시간(set times of prayer)은 다른 시간과 별반 다
르지 않았습니다. 수도원장(Superior)의 지시에 따라 한적한 곳으로 물
러나 기도했지만(retired to pray), 딱히 그것을 바라지도 요청하지도 않
았는데, 업무가 제일 많을 때조차 그를 하나님께로부터 떼어놓진 못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그의 의무(obligation)라는 걸 깨
닫고 또 그러고자 노력을 기울이면서, 충고해 줄 지도자(director)보다 
죄 사함을 선언해 줄(absolve) 고해신부(confessor)를 더 필요로 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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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노라 했습니다. 그는 잘못(faults)에 매우 민감한 편이었지만 그렇다고 
낙심하진 않았습니다. 대신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는 변명이나 항
변 따위는 하지 않았지요. 그런 다음 사랑하고 경배하는 평소 습관(usual 
practice of love and adoration)을 평화롭게 다시 이어갔답니다. 

그는 마음이 괴롭다고 해서 누군가를 찾아가 하소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는 오직 믿음의 빛(the light of faith)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
하고는, 모든 행위를 그분께 맞추며 만족해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을 
기쁘시게 하려는 소망으로 무엇이든 행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떤 결과
를 가져오든 말입니다. 

헛된 생각들(useless thoughts)이 모든 걸 망친다고도 했습니다. 악은 
바로 거기서 시작되는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당면한 문제(the matter 
in hand)나 구원(salvation)을 해결하는 데 부적당(impertinence) 하단 
걸 알아채는 대로 빨리 벗어던지고는, 하나님과의 교제(our commu-
nion with GOD)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다른 생각들을 물리치고 집중하려다가 정해진 기도 시간을 
그냥 보내버릴 때가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특
정한 방법으로는 결코 그의 경건생활(his devotion)을 규제할(regulate) 
수가 없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어느 정도 묵상(meditate)
을 해보았지만, 어쩐지 그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군요. 

우리의 유일한 임무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union with GOD)가 되게끔 하지 못한다면, 
모든 육체의 고행(bodily mortifications)이나 여타의 훈련들(exercis-
es)은 다 쓸 데 없는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를 잘 알았기에 그는 그
분께로 곧장 가는 가장 빠른 길을 찾았던 것입니다. 바로 사랑을 끝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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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습(continual exercise of love)하고 그분을 위해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었지요.

“이해에서 나오는 행동(the acts of the understanding)과 의지(will)
에서 나오는 행동을 잘 구별해야 하는데, 처음 것에 비해 나중 것이 상대
적으로 큰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임무(business)는 사랑하는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기
뻐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모든 고행(mortification)을 다 했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the love of GOD)이 결여되어 있다면 죄 하나(a single sin)라도 지
울(efface) 수 없다 했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Blood of JESUS 
CHRIST)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pardon)을 기대하며, 불안해하지 말
고 오직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려 애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선 마치 그의 자비(His mercy)가 얼마나 큰지 보여주시려는 
듯, 가장 큰 죄인들(the greatest sinners)을 택해 가장 큰 은혜(the 
greatest favours)를 부어주시는 것 같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고통 내지 기쁨도 그가 영적 상태(spiritual state)에
서 경험했던 고통과 기쁨에 비할 수 없을 거라 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그 
무엇도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필요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일만 갈망했는데, 
곧, 그분의 마음을 상하게(offend)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아무 거리낌이 없는 까닭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지요. “내가 임
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나는 흔쾌히 이를 인정했지요. ‘나는 원래 이런 사
람이라 나를 내버려 두시면 절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하고 말하면서
요. 그러나 내가 잘 해낼 때면 나는 이 일이 그분께로부터 나왔음을 고백
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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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샘플

0  Family BibleTime
	 	“기쁨의	언덕으로”를	통해
	 온가족이	매일	성경	읽는	
	 시간(Family	BibleTime)을	
	 가지세요.	자녀	제자화는	
	 부모에게	맡긴	사명입니다.

1  통독본문
	 3년	1독을을	위한	
	 오늘	통독	범위

2  묵상본문
	 오늘	묵상할	
	 성경구절의	범위	

3  찬송가
	 묵상을	시작하기	전	
	 오늘의	찬송을	부르십시오.	
	 찬송가의	고백은	묵상을	
	 위한	기도와	같습니다.	

5

2

1

3

4

6

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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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5  맥잡기 
	 본문의	구조와	주제를	
	 자세히	소개하여
	 묵상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습니다.	

4  여는기도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합니다.	

6  영한 대역(ESV/개역개정)
	 영어와	한글을	함께
	 읽음으로	본문의	뜻을
	 더욱	명확히	이해합니다.	

7  말씀 속으로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질문은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하고,	주님	말씀에
	 관심을	갖게	합니다.

8  묵상 중에 만난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적고
	 그	의미를	깊히	묵상합니다.

7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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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의 언덕으로, 

이렇게 활용하세요!

내지샘플

2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묵상한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결단을	갖습니다.	

3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미	전역에	흩어져있는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  한 말씀 One Word
	 우리	영혼이
	 생명(life)을	누리고
	 예수님처럼	한	구절의
	 말씀의	검(sword)을	
	 사용하여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	있게	됩니다.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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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의 언덕으로’를 완료할 경우, 
✿ 3년에 자동 신구약 일독
✿ 소그룹 모임 내용과 함께 1,000개의 적용 질문을 통해 
 말씀을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5  Journaling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합니다.	

6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바로가기
	 QR코드를	스캔하시면
	 Facebook	공식계정으로	
	 접속하실수	있습니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4  오늘의 감사
	 감사는	주님께	드리는	
	 최고의	기도입니다.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4

6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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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간을 정해 놓고 읽기
매일 아침 혹은 저녁 등 혼자 조용히 정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십

시오. 시간을 고정하면 삶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 경건의 훈련은 정기적인 시
간에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찬송, 기도
Pleasant Hill에는 그날 부를 찬송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찬송을 통해 

마음 문을 열어보세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깨달을 수 있
도록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모든 감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시킵니다. 

3 어떻게 읽을까?
성경을 읽으며, 단락이 끝날 때 그 단락의 내용을 문장으로 요약하거나 키

워드를 기록해 보세요. 핵심구절이나, 마음에 와닿는 구절에는 밑줄도 그어 보
십시오. 각 구절에 대한 자신만의 기호를 만들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새롭게 깨
달아지는 구절에는 느낌표, 이해가 안 되는 구절에는 물음표, 마음에 와닿는 구
절에는 전구 표시 등. 본문을 이렇게 한 번 읽고, 표시해 놓은 구절들을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4 Journaling, 예수님과 함께
일기(Diary)를 쓸 때 주어는 나(I)입니다. 하지만 저널링(Journaling)의 주

어는 예수님(Jesus)입니다. 나의 일상을 반성하고 기록하는 일기도 좋지만 예
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서 행복을 찾
는 우리 여정을 기록하는 저널링은 더 좋습니다. 

5 마무리는 이렇게! 
자신의 One Verse를 카톡이나 SNS를 통해 가까운 친구들과 나누는 것도 

성경을 완독하고, 꾸준히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혼자서도 문제없다

성경일독/말씀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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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제가 좋을까요?
온 가족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혹은 두세 

번, 매일도 가능합니다. 편안하게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이 좋습니다. 저
녁 시간 이후, 혹은 아침 식사 전도 좋습니다. 시간은 20-30분 이내가 좋습니다.

2 모임 장소 Tip!
가족이 다 함께 둘러앉을 수 있는 편안한 장소이면서 어떤 미디어에도 방해

받지 않을 수 있는 장소가 좋습니다. Family Pleasant Hill 전에는 절대 TV를 켜
지 않도록 합니다. 

3 인도자와 대표 기도자 정하기
인도는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결정한 원칙을 따라 순

서를 정합니다. 아빠 > 엄마 > 첫째 > 둘째, 혹은 집에서 키가 큰 순서를 따라, 노래
를 잘하는 순서를 따라 등. 마무리 기도는 인도자가 지정하는 사람이 하거나, 사
회의 반대 순서, 혹은 모두가 돌아가며 마디기도를 해봅니다. 

 * 소그룹교재를 가정예배 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기쁨의 언덕으로 Facebook 페이지에 묵상을 위한 다양한 자료들이 있습니

다. www.facebook.com/kumcdevotion 

기존의 가정예배가 부담스러운 가장 큰 이유는 아마도 설교일 것입니
다. 그러나 설교 없이 말씀을 함께 읽고,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
는 것만으로도 “Family Pleasant Hill”이 가능합니다. 이제 부모가 
자녀를 제자화해야 합니다! 

Family Pleasant H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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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의 언덕으로	
하나면	충분합니다.

전도

2021 February 

02

이달의	주요일정

SUNDAY MONDAY TUESDAY

이사야 Isaiah 
2장 □

이사야 Isaiah 
1장 □

이사야 Isaiah 
10장 □

이사야 Isaiah 
9장 □

이사야 Isaiah 
21장 □

이사야 Isaiah 
19-20장 □

이사야 Isaiah 
30-31장 □

이사야 Isaiah 
28-29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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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

17

24

4

11

18

25

5

12

19

26

6

13

20

27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이사야 Isaiah 
3-4장 □

이사야 Isaiah 
5장 □

이사야 Isaiah 
6장 □

이사야 Isaiah 
7-8장 □

이사야 Isaiah 
11-12장 □

이사야 Isaiah 
13-14장 □

이사야 Isaiah 
15-16장 □

이사야 Isaiah 
17-18장 □

이사야 Isaiah 
22장 □

이사야 Isaiah 
23장 □

이사야 Isaiah 
24-25장 □

이사야 Isaiah 
26-27장 □

이사야 Isaiah 
32-33장 □

이사야 Isaiah 
34-35장 □

이사야 Isaiah 
36-37장 □

이사야 Isaiah 
38-39장 □

01 January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03 March
 S M T W T F S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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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서 둘러보기
예언은 ‘장례의 일을 예고하는’(fore-telling), ‘사람 앞에서 외치는’ 

(forth-telling)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미리 말하기’(豫言)보다는 ‘맡
겨주신 말씀’(預言)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언자(히브리어 ‘나비’)들은 주로 
기원전 8세기에서 기원전 5세기 초에 주로 활동하였습니다. 이 시대는 역사
적 격변기로서 이스라엘은 고대 메소포타미아에서 일어난 여러 나라들의 침
략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수리아-에브라임 전쟁(기원전 734년경)의 여
파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시리아의 침략을 받아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고, 
바벨론의 침략으로 남왕국 유다가 기원전 587년에 함락되면서 수많은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언자들은 하나
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영에 사로 잡혀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했습니다. 예언서는 이 시대의 아픔과 희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읽고 해석한 
책입니다. 예언자들이 선포한 주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미래에 오실 평화
의 왕, 구원의 임금 메시야입니다. 이러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
취되었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은 이스라엘 주변의 크고 작은 여러 나라들을 

이야기로 알아보는 성경

이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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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여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세계를 향한 하나
님의 구원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안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
스겔 등 3대 예언서와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개의 소 예언서가 들어 있습
니다. 유대 전통의 히브리어 성경에서 예레미야 애가와 다니엘은 성문서에 
속하였으나 나중에 구약석영의 예언서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언자 이사야와 시대적 배경
이사야서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본 이상”이라고 불리는 책입니다. 히

브리어 성경은 본서의 주요 인물이자 기록자인 ‘예샤야후’(이사야,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의 이름을 책의 제목으로 하였고,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
본인 70인역(LXX)도 이를 좇아 ‘헤사이아스’로 정했습니다. 이러한 전통을 
따라 한글개역성경도 ‘이사야’로 이름을 정했습니다. 이사야가 왕궁의 국내
외 정치적인 사건들과 왕궁의 자세한 일들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예루
살렘 왕실과 가깝게 지냈던 왕족의 한 사람이거나 상류층에 속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사야는 ‘웃시야 왕이 죽던 해’(6:1, 기원전 736년경)에 부르심을 
받은 후부터 기원전 701년경까지 남왕국 유다에서 예언자로 활동했고, 다윗 
왕조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다는 믿음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이사야는 
네 명의 유다 왕 - 웃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 시대에 활동했습니다. 이
사야는 그의 아들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스알야
숩’(7:3)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는 뜻이고, ‘마헬살랄하스바스’(8:3)는 ‘노
략이 급하고 약탈이 빠르리라’는 뜻입니다. 이사야는 친애굽 정책에 대한 하
나님의 경고의 표적으로 삼 년 동안 옷을 벗고 예루살렘을 돌아다니는 소명
을 받기도 합니다. 또한 이사야는 앗수르 산헤립의 포위 공격으로부터 예루
살렘의 구원을 예언했고(36-37장), 히스기야의 질병이 회복되는 사건의 증
인이었으며(38장), 바벨론의 사절단을 환송한 히스기야를 책망(39장) 하기
도 하였습니다. 본서가 기록된 시기에 앗수르는 서쪽으로 지중해까지 남쪽으
로는 애굽까지 세력을 펼친 강대국이었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은 앗시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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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멸망 당하고, 앗시리아의 산헤립이 남왕국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역사적 격동기였습니다.

이사야의 기록 목적
이사야서는 유다와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의 크고 작은 나라들을 향하여 하

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말씀, 그리고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
다. 이사야는 남왕국 유다의 죄를 지적하면서 영적인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
고, 비록 하나님의 뜻하심으로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사야의 구조와 내용
전체 66장으로 이뤄진 이사야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1-39장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1-12장, 주변 나라들에 대한 심판
의 말씀(13-23장), 하나님의 세계 심판과 구원의 선포(24-27장), 이스라엘
과 유다에 관한 말씀(28-39장) 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째는 40-55장으로 
바벨론 포로기 시대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으며,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 있는 
자들에 대한 위로의 말씀과 구원 신탁의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
막으로 56-66장에는 포로기 이후 시대에 나타나는 유대 사회의 갈등과 다가
올 회복과 구원의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1이사야 (1-39장)
제1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에 활동했던 이사야의 활동과 그와 관련된 전승

들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심판 등 다양
한 말씀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전체를 단순히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1-12장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
는데 서론(1장), 이사야의 초기 활동들(2-5장), 이사야 회고록(6-9장), 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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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예루살렘에 대한 말씀들(9-11장), 감사의 노래(12장)가 기록되어 있고, 
13-23장은 주변의 크고 작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
니다. 이어지는 24-27장은 하나님의 세계 심판과 여호와의 회복과 구원의 
선포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28-39장은 이사야의 후기 이스라엘과 유다에 
관한 말씀들로서 심판의 경고와 장래의 구원, 히스기야 왕의 병 나음에 관함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활동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
습니다. 첫째 시기는 소명에서부터 수리아-에브라임 전쟁(기원전 734년경) 
직전까지로서 앗수르의 세력 확장으로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가 정치적 경제
적 위기를 맞이하던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수리아-이스라엘 동맹군은 남 유
다의 아하스왕에게 동맹에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위협하였으나 아하스는 앗
수르의 도움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아하스의 계획을 이사야는 책망하며 
오직 여호와께 대한 신앙만이 진정한 구원임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시기는 
수리아-에브라임 전쟁에서부터 아하스 왕의 죽음에 이르는 기간으로 북 이
스라엘이 앗수르에 의해 멸망 당하고 남 유다는 앗수르를 의지함으로 침략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시기는 히스기야가 즉위하고 앗수르의 사르곤 2
세가 죽기 직전으로 앗수르에 대한 블레셋의 반역이 일어난 시기입니다. 마
지막 시기는 사르곤 2세가 죽은 이후 산헤립이 예루살렘을 침공하던 때까지
로 앗수르에 대한 히스기야의 반역으로 산헤입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위협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십니다.

참조문헌

왕대일, 신앙공동체를 위한 구약성서 이해 (성서연구사)

김영진외, 구약성서개론 (대한기독교서회)

해설성경 (대한기독교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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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11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
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숫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
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2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 헛된 제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
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14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
니라
15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
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
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16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17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
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
호하라 하셨느니라 
18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
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19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
을 것이요 
20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
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새527장(통317장) 
어서 돌아오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주인을 저버린 유다를 꾸짖으십니다. 형
식적인 제사도 그치라 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죄가 깊어도, 순
종하며 돌아온다면 공의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Red like crimson

이사야 Isaiah 1장

이사야 1:11-20 

01
월 MonFebruary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2322



Reading insight  

11 “What to me is the multitude of your sacrifices? says the 
LORD; I have had enough of burnt offerings of rams and the 
fat of well-fed beasts; I do not delight in the blood of bulls, or 
of lambs, or of goats. 

12  “When you come to appear before me, who has required 
of you this trampling of my courts? 

13 Bring no more vain offerings; incense is an abomination 
to me. New moon and Sabbath and the calling of convoca-
tions-- I cannot endure iniquity and solemn assembly. 

14 Your new moons and your appointed feasts my soul 
hates; they have become a burden to me; I am weary of bear-
ing them. 

15 When you spread out your hands, I will hide my eyes 
from you; even though you make many prayers, I will not 
listen; your hands are full of blood. 

16 Wash yourselves; make yourselves clean; remove the evil 
of your deeds from before my eyes; cease to do evil, 

17 learn to do good; seek justice, correct oppression; bring 
justice to the fatherless, plead the widow’s cause. 

18 “Come now, let us reason together, says the LORD: 
though your sins are like scarlet, they shall be as white as 
snow; though they are red like crimson, they shall become 
like wool. 

19 If you are willing and obedient, you shall eat the good of 
the land; 

20 but if you refuse and rebel, you shall be eaten by the 
sword; for the mouth of the LORD has spoken.”

Through Isaiah God reprimanded Judah who had forsaken 
their master. God asked them to stop perfunctory worship. If 
Judah chose to obey God and return to God, God promised 
redemption regardless of how serious their sins.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
를 듣지 않겠다고 하신 이유는 무
엇입니까? (15, 16절) 
Why did God refuse to hear 
the prayers of Israelites? 
(1:15, 16) 

주홍빛 같은 죄를 깨끗하게 하려
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19절) 
How do we cleanse our sin 
that is like red crimson? (1:19)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Isaiah 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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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 주활(CO)
덴버연합감리교회, 이선영(CO)
목회자를 위한 기도

이사야서의 시작은,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을 부르신 법정 신(scene)입
니다. 그들과 처음으로 언약을 맺으실 때에 증인으로 세우신 “땅과 하
늘”도 듣고 있습니다(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주님은, 짐승도 먹이 주는 주인을 알아보거늘 이 백성은 하나님을 거역
하였다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고발하십니다.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닐 뿐, 거짓된 마음과 악한 행실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재판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이미 주님은 이스라엘의 제사와 기도도 받지 않으시겠다고, 그것들이 
짐으로 여겨지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와서 변론해 보라고 하십니
다.(18절)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 죄가 주홍빛과 같아도, 양털같이 희어질 것이다. 즐거운 마음으
로 순종하기만 하면…’ 
이 말씀 덕분에 이사야서를 읽어 나갈 용기를 얻습니다. 타락한 자녀
들로 인해 아버지는 많이 실망하셨지만, 사랑 때문에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열린 법정에서 결국 드러나는 것은 하
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 정결하여서 정의를 찾을 때
입니다. 악한 일을 그치고, 고아와 과부를 돌봐야겠습니다. 주께서 우
리를 다시금 ‘신실한 고을 (‘Faithful City’)이라 불러주실 것입니다.

The beginning of the Book of Isaiah is a courtroom-like scene 
where the people of Judah were called by God. “The heavens and 
the earth” that were the witnesses when the covenant was first 
made between God and the people of Judah were also listening. 
(Isaiah 1:2 “Hear, O heavens! Listen, O earth!”) God accused Judah 
and Jerusalem of disobeying, citing that even animals recognize 
their masters who fed them. How could those who walked on the 
temple courtyard and who had crooked minds and committed 
wicked deeds survive the judgment at court? 
The LORD did not want the worship and prayers of Israel because 
they were conducted like a meaningless duty and said, “Come 
now, let us reason together.” (1:18) Israel was speechless. The 
LORD continued, “Though they are red as crimson, they shall be 
like wool. If you are willing and obedient …” Because of this we are 
encouraged to continue reading Isaiah. Though our Father was very 
disappointed because of His depraved children, His love allowed us 
a second chance. Court was held because of the sins of the people 
but the grace of God was revealed there. Therefore, it is time to 
find justice through self-cleansing. We need to stop our wicked 
deeds and start helping orphans and widows. Our LORD will again 
call us “Faithful City.” 

법정에서 만난 하나님 
God in Cou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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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2524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1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
에 관한 말씀이라
 2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
리로 모여들 것이라 
3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
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4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
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
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5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17 그 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
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18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며 
19 사람들이 암혈과 토굴로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
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
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20 사람이 자기를 위하여 경배하려고 만들었던 은 우
상과 금 우상을 그 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21 암혈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땅
을 진동시키려고 일어나실 때에 그의 위엄과 그 광대
하심의 영광을 피하리라 
22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셈할 가치가 어디 있느냐 

이사야 Isaiah 2장

이사야 2:1-5, 17-22 

새524장(통313장)
갈길을 밝히 보이시니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장소는 시온입니다. 마지막 때에 온 
백성은 그 시온으로부터 주님의 길을 배우고 따르도록 초대됩니
다. 그 길을 빛 가운데 걸어갈 때에, 갈등은 사라지고 전쟁은 그칠 
것입니다. 

여호와의 빛 
가운데 걸어가자
Let us walk 
in the light 
of the Lord

02
화 TueFebruary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2726



Reading insight  

1 The word that Isaiah the son of Amoz saw concerning Ju-
dah and Jerusalem. 
2 It shall come to pass in the latter days that the mountain of 
the house of the LORD shall be established as the highest of 
the mountains, and shall be lifted up above the hills; and all 
the nations shall flow to it, 
3 and many peoples shall come, and say: “Come, let us go up 
to the mountain of the LORD, to the house of the God of Ja-
cob, that he may teach us his ways and that we may walk in 
his paths.” For out of Zion shall go the law, and the word of 
the LORD from Jerusalem. 
4 He shall judge between the nations, and shall decide dis-
putes for many peoples; and they shall beat their swords into 
plowshares, and their spears into pruning hooks; nation shall 
not lift up sword against nation, neither shall they learn war 
anymore. 
5 O house of Jacob, come, let us walk in the light of the 
LORD.
17 And the haughtiness of man shall be humbled, and the 
lofty pride of men shall be brought low, and the LORD alone 
will be exalted in that day. 
18 And the idols shall utterly pass away. 
19 And people shall enter the caves of the rocks and the holes 
of the ground, from before the terror of the LORD, and from 
the splendor of his majesty, when he rises to terrify the earth. 
20 In that day mankind will cast away their idols of silver 
and their idols of gold, which they made for themselves to 
worship, to the moles and to the bats, 
21 to enter the caverns of the rocks and the clefts of the cliffs, 
from before the terror of the LORD, and from the splendor 
of his majesty, when he rises to terrify the earth. 
22 Stop regarding man in whose nostrils is breath, for of 
what account is he?

Zion is the place where God rules the world. In the last days, 
all people are invited to learn and follow the way of the LORD 
from Zion. When we walk in the Way and in the light, con-
flicts will disappear and wars will end. 

Isaiah 2:1-5, 17-22 

우리가 배우고 따라야 할 율법과 
주님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옵니
까? (3절)
Where do the laws and the 
word of the LORD that we 
must learn and follow come 
from? (2:3) 

민족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전쟁 
연습을 줄이기 위해 개인과 교회
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What can a believer and a 
church do to resolve conflicts 
and to reduce practices of 
wars?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2726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전병욱(CO)
푸에블로한인교회, 최윤선(CO)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뉴욕의 UN 본부 건너편, Ralph Bunche Park에는 이사야 2장 4절의 말씀이 새겨진 
“Isaiah Wall”이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 세상은 모든 세계 시민의 바램이고 기도이지요. 
떠도는 말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미국을 ‘천조국’이라 부릅니다. 국방비가 천조에 달하는 
군사강국이라는 말입니다. (실제 미국의 국방예산은 7,500억 달러 정도라고 합니다.- 연
합뉴스, 2020년 1월 31일 기사) 그 많은 미사일과 탱크로 쟁기나 낫을 만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을 텐데요. 
복잡하고, 긴장 가득한 국제 관계 속에서, 이런 말들은 어느 이상주의자의, 세상 물정 모르
는 몽상으로 들리기도 합니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하고 누군가 말하지도 모르
죠. 이사야도 그런 말 듣지 않았을까요? 목전에 들이닥친 앗시리아의 위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든 우상을 놓지 못하고,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잇속만 생각하는 그런 시절이
었습니다. 칼 하나, 창 두어 개 더 사두어야 우리 가정이 안전하다고 느낄만한 시대였습니
다. 그때나 지금이나, 개인이나 국가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사야가 받은 바’, 새번역 성경은 ‘계시로 받은 
말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세상을 살펴 냉철하게 판단한 전망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
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신 ‘하늘 뜻’입니다. 갈등이 해결되고, 전쟁이 사라진 
세상 말입니다. 그러니 포기할 수 없습니다. 더디 걷는 먼 길이라도 묵묵히 걸어야 합니다. 
강원도 화천에 가면 세계 60개 분쟁지역에서 거두어 모은 탄피 1만 관(37.5톤) 으로 만든 
평화의 종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읽다 보니 그 종 한번 크게 울려보고 싶습니다. 

There is a wall in Ralph Bunche Park in front of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in New York City called “Isaiah Wall” on which the words of Isaiah 2:4 are in-
scribed. The world without war is the hope and prayer of all people of the world. 
The young generation in the United States uses a slang phrase “Trillion nation”. 
The country has become a strong military nation where the national defense 
budget has reached one trillion dollars. (In fact, the defense budget is $750 bil-
lion according to a report by YH News dated January 31, 2020.) The cost of so 
many missiles and tanks is enormous and would make enough sickles and hoes 
to feed many hungry people. 
In the midst of complicated and tense international relations, such thoughts 
may sound idealistic or be the dream of naïve people who do not know the real 
world. Some may say, “The reality is not that simple.” Isaiah might have heard 
similar comments. The people of Israel refused to let go of the idols in their 
hands when they faced imminent danger of invasion by Assyria. The leaders 
were busy taking care of their own selfish interest. It was a time when families 
felt safer having one more sword or a couple of more spears in the household. 
Even now the situation is the same for individuals and nations as it was then. 
Today’s scripture begins, “This is what Isaiah saw.” The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begins, “The revelation of the Word.” It is not a rational view of the 
world, but the “heavenly will” that God, who is in charge of history, puts it in our 
hearts. The world where wars disappear and conflicts resolve. Therefore we 
cannot give up. The path may be long and our pace may be slow but we must 
walk along in silence. If you go to Hwacheon, Gangwon-do, there is a Bell of 
Peace made of 10,000 casings (37.5 tons) collected from 60 conflict areas 
around the world. While I was reading today’s scripture, I felt an urge to loudly 
ring that bell. 

하나님의 비전  
Vision of God

2928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2928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1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
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
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2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3 오십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4 그가 또 소년들을 그들의 고관으로 삼으시며 아이
들이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5 백성이 서로 학대하며 각기 이웃을 잔해하며 아이
가 노인에게, 비천한 자가 존귀한 자에게 교만할 것
이며 
6 혹시 사람이 자기 아버지 집에서 자기의 형제를 붙
잡고 말하기를 네게는 겉옷이 있으니 너는 우리의 통
치자가 되어 이 폐허를 네 손아래에 두라 할 것이면
7 그 날에 그가 소리를 높여 이르기를 나는 고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겠노라 내 집에는 양식도 없고 의복도 없으
니 너희는 나를 백성의 통치자로 삼지 말라 하리라 
8 예루살렘이 멸망하였고 유다가 엎드러졌음은 그
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그의 영광의 
눈을 범하였음이라 
9 그들의 안색이 불리하게 증거하며 그들의 죄를 말
해 주고 숨기지 못함이 소돔과 같으니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10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임이요 
11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니라 

이사야 Isaiah 3-4장

이사야 3:1-11

새322장(통357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남자들은 
칼에 쓰러지고 여자들은 수치를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
난을 통해 정결해진 이스라엘은 ‘그 날’에 거룩함을 회복할 것입
니다. 

주님께서 
백성을 
심판하시다 
The LORD will pass 
judgment on the 
people 

03
수 WedFebruary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3130



Reading insight  

1 For behold, the Lord GOD of hosts is taking away from Je-
rusalem and from Judah support and supply, all support of 
bread, and all support of water; 

2 the mighty man and the soldier, the judge and the prophet, 
the diviner and the elder, 

3 the captain of fifty and the man of rank, the counselor and 
the skillful magician and the expert in charms. 

4 And I will make boys their princes, and infants shall rule 
over them. 

5 And the people will oppress one another, every one his fel-
low and every one his neighbor; the youth will be insolent to 
the elder, and the despised to the honorable. 

6 For a man will take hold of his brother in the house of his 
father, saying: “You have a cloak; you shall be our leader, 
and this heap of ruins shall be under your rule”; 

7 in that day he will speak out, saying: “I will not be a heal-
er; in my house there is neither bread nor cloak; you shall not 
make me leader of the people.” 

8 For Jerusalem has stumbled, and Judah has fallen, because 
their speech and their deeds are against the LORD, defying 
his glorious presence. 

9 For the look on their faces bears witness against them; they 
proclaim their sin like Sodom; they do not hide it. Woe to 
them! For they have brought evil on themselves. 

10 Tell the righteous that it shall be well with them, for they 
shall eat the fruit of their deeds. 

11 Woe to the wicked! It shall be ill with him, for what his 
hands have dealt out shall be done to him. 

The people of Israel who were rebelling against God were 
warned of judgment. Men would fall by the sword and wom-
en would be ravished. But Israel having been cleansed by 
tribulations would be restored of their holiness “on that day.” 

Isaiah 3:1-11

예루살렘이 넘어지고 유다가 쓰
러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8절)
Why did Jerusalem stumble 
and Judah fall? (3:8) 

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욱 의뢰
하며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What are things that we de-
pend on and rely on in our 
lives more than God?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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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한미연합감리교회, 한동수(CO)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 최영(CT)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하라 가르치십니다.(마 6장) 하루치 양
식이면 충분하지, 빵과 마실 물이 창고에 넉넉하다고 그것만 믿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삼상 17장) 용사들
이 힘이 세다고 그 힘을 믿고 하나님을 잊어서는 아니 됩니다. 잠언의 지혜
자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인간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가
르칩니다.(잠 3:5)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치자 사람들은 그를 제우스라 
여기며 꽃과 황소를 가져왔습니다.(행 14장) 바울은 옷을 찢으며 그들을 만
류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마술이나 기적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리아의 군 사령관 나아만은 높은 신분의 사람
이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통해 나병에서 고침을 받습니다.(왕하 5장)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예루살렘이 혼돈에 빠진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대신 이런 것들 - 양식과 물, 
용사들의 힘, 장로들의 경험과 지혜, 지도자와 귀족들의 권력, 요술자들의 
기적(1절~3절) - 에 의지하였기 때문입니다. 헛되게 의지하는 것들을 제하
시는 하나님의 행위는 심판인 동시에 치유입니다. 당신은 혹시, 이 중에 어
떤 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지 않나요? 어떤 치유가 필요하신가요?

Jesus taught us to pray for “daily bread.” (Matthew 6) Daily bread is 
enough because when we have plenty of bread and water in our 
barns we may have a false sense of security and forget God. David 
said to Goliath, “You come against me with sword and spear but I 
come against you in the name of the LORD Almighty.” (1 Samuel 
17) We should not rely on the strength of the warriors and forget 
God. The author of Proverbs taught us, “Trust in the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lean not on your own understanding.” (Proverbs 3:5) 
In Lystra when Paul healed a person who was lame since birth the 
people called Paul and Barnabas Zeus and Hermes and brought 
bulls and wreaths. (Acts 14) Paul tore his cloth and pleaded with 
them. They should only trust and depend on God, not magic or 
miracles that were seen. Naaman was a commander of the army 
of Aram, a high ranking official, but his leprosy was cured by his 
obedience to God. (2 Kings 5) It is God, not the power of the world, 
who saves us. 
The reason for the confusion in Jerusalem was that instead of God, 
people relied on food and water, strength of the warriors, the ex-
perience and wisdom of the elders, power of the leaders and aris-
tocrats, and miracles by witchcraft. (Isaiah 3:1-3) The removal of 
what we depend on in vain is a ministry of God and is healing as 
well as judgment. By any chance, are you depending on any of 
those more than God? What kind of healing do you need?

헛되게 의지하는 것들 
The things you depend on in v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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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3332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1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
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
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2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
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8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 틈
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
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9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녕히 허
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
할 자가 없을 것이며 

10 열흘 갈이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
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
라 하시도다 

11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12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
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
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
하는도다 

13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
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이사야 Isaiah 5장

이사야 5:1-2, 8-13 

복음성가(고형원)
“주께서 주신 동산에”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
들에게 선한 열매를 기대했지만, 들리는 것은 약한 희생자들의 울
부짖음 뿐입니다. 이제 주께서 아시리아를 통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포도원의 노래
The Song of the 
Viney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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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3534



Reading insight  

1 Let me sing for my beloved my love song concerning his 
vineyard: My beloved had a vineyard on a very fertile hill. 

2 He dug it and cleared it of stones, and planted it with choice 
vines; he built a watchtower in the midst of it, and hewed 
out a wine vat in it; and he looked for it to yield grapes, but it 
yielded wild grapes. 

8  Woe to those who join house to house, who add field to 
field, until there is no more room, and you are made to dwell 
alone in the midst of the land. 

9 The LORD of hosts has sworn in my hearing: “Surely 
many houses shall be desolate, large and beautiful houses, 
without inhabitant. 

10 For ten acres of vineyard shall yield but one bath, and a 
homer of seed shall yield but an ephah.” 

11 Woe to those who rise early in the morning, that they may 
run after strong drink, who tarry late into the evening as wine 
inflames them! 

12 They have lyre and harp, tambourine and flute and wine at 
their feasts, but they do not regard the deeds of the LORD, or 
see the work of his hands. 

13 Therefore my people go into exile for lack of knowledge; 
their honored men go hungry, and their multitude is parched 
with thirst. 

Israel was the vine that the LORD had planted. The master 
of the vineyard expected good crops but all he heard was 
the cry of the oppressed who were helpless. Now the LORD 
would use Assyria to pass judgment upon them. 

Isaiah 5:1-2, 8-13 

포도농사를 처음 시작할 때, 농
부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1, 2절)
What was the farmer’s 
mindset when he first plant-
ed the vineyard? (5:1-2) 

백성들이 포로가 되고, 귀한 자
들과 무리가 굶주리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13절)
Why did the people become 
prisoners of war and the men 
of rank and their masses die 
of hunger? (5:13)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3534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새생명교회, 신승호(CT)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 김정환(CT)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우리말 번역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오늘 본문 8절부터 24절의 말씀은 
모두 첫 자가 ‘아!’(히브리어로는 ‘호이’)로 시작하는 탄식 시입니다. 공
동번역 성서는 이 운율을 살려 각 절의 첫 머리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사랑하는 이에게 들려주는 포도원의 노래(1절)가 실망과 슬픔의 노래
로 변하였습니다. 마치 세상과 인간을 지으시고 그리 좋아하셨던 하나
님께서, 사람 만드신 것을 후회하며 탄식하셨던 것처럼(창세기 6:6) 포
도원의 주인은 무지한 백성들을 보며 안타까워하십니다. 
첫 번째 탄식은 남의 것을 빼앗아 부를 축척하는 사람들에 대한 것입
니다.(8-10절) 두 번째 탄식은 술 취하거나 게으르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고(11-13절), 세 번째 탄식은 고집이 센 죄인(18
절)과 회의론자(19절)들 때문입니다. 네 번째 탄식은 거짓말하는 사람
들(20절) 그리고 다섯 번째 탄식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을 대상으로 합니다.(21절) 마지막 탄식은 술주정뱅이와 불의한 자들
을 향합니다.(22-23절) 누가, 탄식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추수날의 얼
음냉수처럼 시원하게”(잠 25장 13절) 풀어 드릴 수 있을까요? 

It is not clear in the Korean version but Isaiah 5:8-24 is a poem of 
lamentation, and every sentence begins with “Ah!” with an excla-
mation mark. (“hoi” in Hebrew) In the United Bible Societies trans-
lation, the first sentence of every verse is translated as “Ah! You 
shall be miserable.” 
The song of the vineyard that was meant for a loved one, turned 
into a song of disappointment and sorrow. The master of the vine-
yard laments at the ignorance of the people as the LORD is grieved 
that He has human beings inhabit the earth. God was so pleased 
when he first created the world and man and woman, but His heart 
is now filled with pain. (Genesis 6:6) 
The first lament was about people who accumulated wealth by 
stealing from others. (5:8-10) The second lament pointed at the 
prodigal people who were drunk or lazy. (5:11-13) The third lament 
was directed to the intransigent sinners (5:18) and the skeptics. 
(5:19) The fourth lament was about liars (5:20) and the fifth lament 
was about those who were wise and intelligent in their own sight. 
(5:21) The last lament was about the drunkards and the unrigh-
teous. (5:22-23) Who can soothe the mourning mind of the LORD 
like “the coolness of snow at harvest time.” (Proverbs 25:13) 

탄식하시는 하나님 
The mourning of God

3736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3736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1 웃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2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여섯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
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3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
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
더라 
4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5 그 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뵈었
음이로다 하였더라 
6 그 때에 그 스랍 중의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
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7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에 
닿았으니 네 악이 제하여졌고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
라 하더라 
8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
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 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소서 하였더니 
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
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
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
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
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사야 Isaiah 6장

이사야 6:1-10

새323장(통355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성전에서 환상 가운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물으시는 하나님에게 그는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소서’하고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 주소서
Here am I. 
Send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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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3938



Reading insight  

1 In the year that King Uzziah died I saw the Lord sitting up-
on a throne, high and lifted up; and the train of his robe filled 
the temple. 

2 Above him stood the seraphim. Each had six wings: with 
two he covered his face, and with two he covered his feet, 
and with two he flew. 

3 And one called to another and said: “Holy, holy, holy is the 
LORD of hosts; the whole earth is full of his glory!” 

4 And the foundations of the thresholds shook at the voice of 
him who called, and the house was filled with smoke. 

5 And I said: “Woe is me! For I am lost; for I am a man of un-
clean lips, and I dwell in the midst of a people of unclean 
lips; for my eyes have seen the King, the LORD of hosts!” 

6 Then one of the seraphim flew to me, having in his hand a 
burning coal that he had taken with tongs from the altar. 

7 And he touched my mouth and said: “Behold, this has 
touched your lips; your guilt is taken away, and your sin 
atoned for.”

8 And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saying,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Then I said, “Here am I! Send 
me.” 

9 And he said, “Go, and say to this people: “’Keep on hear-
ing, but do not understand; keep on seeing, but do not per-
ceive.’ 

10 Make the heart of this people dull, and their ears heavy, 
and blind their eyes; lest they see with their eyes, and hear 
with their ears, and understand with their hearts, and turn 
and be healed.” 

In his vision Isaiah heard the voice of God at the temple. 
When Isaiah heard the voice of the LORD asking, “Whom 
shall I send?”, Isaiah answered, “Here am I. Send me!” 

Isaiah 6:1-10

천사는 어떻게 이사야의 부정한 
입술을 깨끗하게 만들었나요? 
(6, 7절)
How did the angels cleanse 
the unclean lips of Isaiah? 
(6:6-7) 

하나님의 탄식을 들은 이사야는 
무엇이라 대답하였나요? (8절) 
당신이라면? 
When Isaiah heard the calling 
of God, what was Isaiah’s 
answer? (6:8) What about 
you?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3938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하트포드한인교회, 최운돈(CT)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 송종남(DE)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이사야는 신비로운 환상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탄
식하시는 하나님께서,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말하
는 이사야의 음성을 들으실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이 말씀은 임직 
예배와 신학교 졸업식에서 자주 인용됩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이 조금 
낯섭니다. 이사야에게 맡겨진 사명은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일
입니다. 그래서 결국 고침을 받지 못한 채 망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하
나님이 이사야에게 맡기신 말씀은, 쉬운 회복이나 값싼 은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사야서의 전체적인 메시지는, 예루살렘이 모든 것을 잃은 뒤에, “그 
날”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결국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은 예수님께서 4복음서에서 모두 인용하십니
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고 배척하는 사람들에게 이사야의 예
언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지요. 누군가 예수님을 배척하고 고침 받
지 못한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일 또한 하
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고 알려 줍니다.(행 28장 27-28절)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거룩한 씨앗이 황폐한 땅의 그루터기가 
될 것”(13절)이라는 말씀을 세상에 전할 뿐입니다. 

Isaiah heard the holy calling of God in the middle of a mysterious 
vision. As God lamented, Isaiah proclaimed, “Here am I. Send me!” 
How pleased God must have been when He heard the voice of 
Isaiah. This phrase has been quoted often at commencement cer-
emonies of seminaries and consecration services of church lead-
ers. However the words of verse 10 are not as familiar. Isaiah’s 
mission was to make the minds of the people callous so that they 
would end up fallen without being healed. The Word of God that 
was imposed on Isaiah was not an easy restoration or cheap grace. 
God had already decided to pass judgment on Israel. 
The overall message of Isaiah is that after Israel totally lost every-
thing, “on that day” God would ultimately restore His people. Isaiah 
6:9-10 is quoted by Jesus in all four Gospels. Jesus said that Isa-
iah’s prophecy would fall on those who did not know and refused 
Jesus. If someone refuses Jesus and is not healed, it is regretful. 
However the Bible reminds us that even that is within the provi-
dence of God. (Acts 28:27-28) We can only accept the calling of 
God and declare His Word to the world. “The holy seed will be the 
stump in the deserted land.” (6:13) 

하나님의 섭리 
The Providence of God

4140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4140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토 SatFebruary

1 웃시야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야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2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
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
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3 그 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야숩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4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
람과 르말리야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
기 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
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13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
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
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14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
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15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16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
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17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
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에 임
하게 하시리니 곧 앗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이사야 Isaiah 7장

이사야 7:1-4, 13-17 

새86장(통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 공격에 유다왕 아하스는 앗수르의 도
움을 청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이사
야의 예언을 믿지 못하고 앗수르를 전쟁에 끌어들인 유다는 훗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We will call him 
Immanuel 

06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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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1 In the days of Ahaz the son of Jotham, son of Uzziah, king 
of Judah, Rezin the king of Syria and Pekah the son of Re-
maliah the king of Israel came up to Jerusalem to wage war 
against it, but could not yet mount an attack against it. 

2 When the house of David was told, “Syria is in league 
withEphraim,” the heart of Ahaz and the heart of his people 
shook as the trees of the forest shake before the wind. 

3 And the LORD said to Isaiah, “Go out to meet Ahaz, you 
and Shear-jashub your son, at the end of the conduit of the 
upper pool on the highway to the Washer’s Field. 

4 And say to him, ‘Be careful, be quiet, do not fear, and do 
not let your heart be faint because of these two smoldering 
stumps of firebrands, at the fierce anger of Rezin and Syria 
and the son of Remaliah. 

13 And he said, “Hear then, O house of David! Is it too little 
for you to weary men, that you weary my God also? 

14 Therefore the Lord himself will give you a sign. Behold, 
the virgin shall conceive and bear a son, and shall call his 
name Immanuel. 

15 He shall eat curds and honey when he knows how to re-
fuse the evil and choose the good. 

16 For before the boy knows how to refuse the evil and 
choose the good, the land whose two kings you dread will be 
deserted. 

17 The LORD will bring upon you and upon your people and 
upon your father’s house such days as have not come since 
the day that Ephraim departed from Judah--the king of As-
syria.” 

Ahaz the king of Judah was ready to seek the help of Assyria 
from the attack of the Aram and Northern Israel alliance. 
Ahaz did not trust the prophecy of Isaiah that God would 
ensure the security of Judah. As a result, Judah brought As-
syria into war and would suffer the consequences. 

Isaiah 7:1-4, 13-17 

불안해하는 아하스와 그의 백성
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무
엇입니까? (4절)
What did God say to Ahaz 
and his people who were 
nervous? (7:4) 

위기에 처한 다윗의 왕실에 하나
님이 보여주신 징조는 무엇입니
까? (14절)
What was God’s sign to the 
royal household of David who 
were facing crisis? (7:14)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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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철구(FL)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호진(FL)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아람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는 소식을 듣
자 유다왕 아하스는 불안해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 아하스에
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지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자신
의 힘으로 이 난관을 극복해 보려고 합니다. 강대국이었던 앗수르에 원
조를 청합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며 나아갈 바를 물으라는 이사야의 권유에 아하
스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고 대답합니다. 일견 겸손한 말로 들리
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그럼에도 하
나님은 아하스에게 ‘임마누엘의 징조’를 보여주시지요. 처녀에게 태어
난 ‘임마누엘’이라는 아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다는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마음이 바람맞은 숲처럼 흔들릴 때, 그때가 바로 조용히 삼가며 하나
님께 길을 물을 때입니다. 두려워 낙심하기보다는,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
을 신뢰할 때입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Best of All, 
God is With Us”)

King Ahaz of Judah was shaken when he heard that Aram had 
formed an alliance with Northern Israel to attack Jerusalem. Though 
God had told him through Isaiah not to fear, Ahaz tried to overcome 
this difficulty by himself rather than relying on God. Ahaz requested 
help from Assyria, which was a powerful nation. 
Isaiah admonished Ahaz to seek God’s sign and the way forward 
but Ahaz replied that he did not want to test God. That sounds like 
humility but in fact he did not want to recognize the sovereignty of 
God. In spite of that God showed Ahaz “the signal of Immanuel.” 
Through the baby Immanuel born of a virgin, God lets us know that 
He is always with us. 
When our hearts are shaken like the trees of the forest in a strong 
wind, it is time to quietly ask God to show us the way. Rather than 
being disappointed out of fear, it is time to trust the promise of Im-
manuel “to be always with us” as we expect the acts of God going 
forward. John Wesley once said, “Best of All, God is with us.” 

마음이 바람 맞은 숲처럼 흔들릴 때 
When my heart shakes like a forest hit by a forceful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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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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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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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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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칼럼

말라죽어가던 화분 안의 나무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불과 며칠 동안 신경 써서 물
을 주었을 뿐인데 말입니다. 플로리다의 강렬한 태양열에 잔디가 누렇게 타 들어가
는 것을 스프링클러로 살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신기하게도 잠시 내린 소나기가 마
른 땅을 해갈해 주는 것을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사람의 몸에 약 70 퍼센트가 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무엇을 마시느
냐가 중요하지요. 어릴 적에 아버지께서 미래에는 휘발유보다 비싸게 돈 주고 물을 
사서 마시게 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땐 설마 했는데, 정말 기름보다 비싼 물을 사서 
마시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반면에 식수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는 나라도 여전
히 많습니다. 우리라면 빨래도 하지 않을 더러운 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
습니다. 그래서 많은 질병과 전염병에 걸리게 됩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와 같은 선교
지에서 우물을 파고, 저수지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처럼 물이 중요하지만, 갈증이 난다고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이 마시는 것은 오

히려 몸에 해롭습니다. 물을 마시다가 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나그네

영생수
백승린 목사(템파한인연합감리교회)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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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물 대접에 나뭇잎을 띄워 천천히 마시게 했다는 낭만도 전해집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와 전쟁할 때, 삼백 명의 용사를 구분하신 하나님의 기준은 
물 마시는 모습이었습니다. 목이 마르다고 무릎을 꿇고서 마음껏 마신 구천칠백 명
은 돌려보내셨습니다. 대신 손으로 움켜 소량의 물을 입에 대고 핥아 마신 삼백 명만 
택하여 무려 십삼만 오천 명을 이기게 하셨습니다(사사기 7:5-7).

 최근 한국에서 수재(水災)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홍수를 당하면 사방이 물
인데 정작 마실 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합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마실 물을 얻지 못
하면 결국 죽게 됩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물은 생수여야 합니다. 단 물, 짠 물, 쓴 물
이 아니라 맹물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
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
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한복음 4:14). 또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
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요한복음 6:35).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믿음을 모두가 
소유하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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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토 SatFebruary

1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
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3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
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 이는 그들이 무겁게 멘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
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5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
에 섶 같이 살라지리니 

6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7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
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
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
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 Isaiah 9장

이사야 9:1-7 

새121장(통121장)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어둠 속에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놀
라운 조언자이며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실 것입니다. 하지만 이 평화의 다스림에 이르기 위해서
는 철저한 회개와 정화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희망의 소식 
Hopeful News

08
월 MonFebruary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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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1 But there will be no gloom for her who was in anguish. In 
the former time he brought into contempt the land of Zeb-
ulun and the land of Naphtali, but in the latter time he has 
made glorious the way of the sea, the land beyond the Jor-
dan, Galilee of the nations. 

2 The people who walked in darkness have seen a great light; 
those who dwelt in a land of deep darkness, on them has 
light shined. 

3 You have multiplied the nation; you have increased its joy; 
they rejoice before you as with joy at the harvest, as they are 
glad when they divide the spoil. 

4 For the yoke of his burden, and the staff for his shoulder, 
the rod of his oppressor, you have broken as on the day of 
Midian. 

5 For every boot of the tramping warrior in battle tumult and 
every garment rolled in blood will be burned as fuel for the 
fire. 

6 For to us a child is born, to us a son is given; and the gov-
ernment shall be upon his shoulder, and his name shall be 
called Wonderful Counselor, Mighty God, Everlasting Fa-
ther, Prince of Peace. 

7 Of the increase of his government and of peace there will 
be no end, on the throne of David and over his kingdom, to 
establish it and to uphold it with justice and with righteous-
ness from this time forth and forevermore. The zeal of the 
LORD of hosts will do this.

A message of hope is proclaimed to the people in distress 
in the midst of darkness. An amazing helper and everlasting 
Father, the LORD would firmly establish the nation. Howev-
er, it takes time for thorough repentance and purification to 
reach this reign of peace.

Isaiah 9:1-7 

기묘자(놀라우신 분)이며 모사
(조언자) 이신 평강의 왕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까? 
(6절) 
The prince of peace, Won-
derful Counselor (Amazing 
one), and Helper: in what 
shape is he coming to us? 
(9:6) 

주님은 얼마나 열심히 공평과 정
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신가요? 
What kind of zeal does our 
LORD have in establishing a 
nation of justice and righ-
teousness?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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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 김종권(FL)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 백승린(FL)
목회자를 위한 기도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 앗시리아 왕 디글랏빌레셀에 의해 기원전 733
년경 점령되었고, 서쪽 지중해 지역과 요단 그리고 갈릴리 땅도 빼앗겼
지만 이사야는 주께서 이 지역을 회복시키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어
둠 속에 빛이 비칠 것이고, 압제자의 막대기는 꺾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릴 평화의 왕이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왜 아기일까요? 백마를 탄 힘센 장수의 모습이면 공평과 정의로 통치
하기가 더 쉬웠을 텐데, 왜 놀라우신 조언자 그분은 갓난 아기의 모습
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까요? 7절은 그분의 다스림과 평화가 점점 더 
커져간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나라는 아기가 자라는 것처럼 하루하루 
더욱 굳건 해져 갑니다. 
평화의 다스림은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압제의 멍에가 부숴
지고, 피 묻은 군복이 불타 없어지는 일은 한 번에 가능할지 모르지만, 
그 위에 공평과 정의의 세상을 세우는 일은, 아기가 자라듯 시간이 걸
리기 마련입니다. 갓난 아기를 사랑으로 소중히 길러내 듯, 우리 삶에 
임하신 평강의 다스림을 매일매일 조금씩 확장해 가길 원합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불안하시다 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만군의 주님의 열
심히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7절)

Zebulun and Naphtali were occupied by Assyrian King Ti-
glath-pileser (III) in 733 B.C. The western Mediterranean, Jordan, 
and Galilee area were also usurped but Isaiah proclaimed that the 
LORD would restore these areas. The light will shine in the dark-
ness and the rod of the oppressor will be broken. And a King of 
Peace will come to this land as a child to rule the nation. Why a 
child? A strong warrior on a white horse might be able to rule the 
nation easier with justice and righteousness, so why did the amaz-
ing helper come to us as a child? Verse 7 said that the government 
and peace of the Helper would increase. His kingdom would be 
established firmly day by day as a child grows. 
The reign of peace may not be established overnight. The yoke of 
oppression may be broken and it is possible to burn a soldiers’ uni-
form, but establishing a kingdom of justice and righteousness takes 
time just as it takes time for a child to grow up. Like taking good 
care of a child to grow, we want to expand the reign of peace upon 
our lives day by day and little by little. You feel nervous because it 
takes too long, don’t you? Don’t worry. The zeal of the LORD Al-
mighty will accomplish it. (9:7) 

한 아기가 우리에게 왔다  
A child came to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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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5352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토 SatFebruary

5 앗수르 사람은 화 있을진저 그는 내 진노의 막대기
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내 분노라
6 내가 그를 보내어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를 치게 하
며 내가 그에게 명령하여 나를 노하게 한 백성을 쳐
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길거리의 진흙 
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니와 
7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의 생각도 이
같지 아니하고 다만 그의 마음은 허다한 나라를 파
괴하며 멸절하려 하는도다 
8 그가 이르기를 내 고관들은 다 왕들이 아니냐 
9 갈로는 갈그미스와 같지 아니하며 하맛은 아르밧과 
같지 아니하며 사마리아는 다메섹과 같지 아니하냐
10 내 손이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에 미쳤나니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신
상들보다 뛰어났느니라 
11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 같이 예루
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12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 산과 예루살렘
에 다 행하신 후에 앗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
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13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
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라 열국의 경계선을 걷어치
웠고 그들의 재물을 약탈하였으며 또 용감한 자처럼 
위에 거주한 자들을 낮추었으며
14 내 손으로 열국의 재물을 얻은 것은 새의 보금자
리를 얻음 같고 온 세계를 얻은 것은 내버린 알을 주
움 같았으나 날개를 치거나 입을 벌리거나 지저귀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하는도다 
15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 함과 같음이로다 
16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진 자를 파리하
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
히 타게 하실 것이라 

이사야 Isaiah 10장

이사야 10:5-16 

새50장(통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앗수르는 교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님은 앗수르를 향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앗수르를 통해 벌을 받
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에게 다시금 희망이 생기게 됩니다. 

앗수르를 
벌하시다
Judgment against 
Assyria

09
화 TueFebruary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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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5 Ah, Assyria, the rod of my anger; the staff in their hands is 
my fury! 
6 Against a godless nation I send him, and against the people 
of my wrath I command him, to take spoil and seize plunder, 
and to tread them down like the mire of the streets. 
7 But he does not so intend, and his heart does not so think; 
but it is in his heart to destroy, and to cut off nations not a 
few; 
8 for he says: “Are not my commanders all kings? 
9 Is not Calno like Carchemish? Is not Hamath like Arpad? 
Is not Samaria like Damascus? 
10 As my hand has reached to the kingdoms of the idols, 
whose carved images were greater than those of Jerusalem 
and Samaria, 
11 shall I not do to Jerusalem and her idols as I have done to 
Samaria and her images?” 
12 When the Lord has finished all his work on Mount Zion 
and on Jerusalem, he will punish the speech of the arrogant 
heart of the king of Assyria and the boastful look in his eyes. 
13 For he says: “By the strength of my hand I have done it, 
and by my wisdom, for I have understanding; I remove the 
boundaries of peoples, and plunder their treasures; like a 
bull I bring down those who sit on thrones. 
14 My hand has found like a nest the wealth of the peoples; 
and as one gathers eggs that have been forsaken, so I have 
gathered all the earth; and there was none that moved a wing 
or opened the mouth or chirped.” 
15 Shall the axe boast over him who hews with it, or the saw 
magnify itself against him who wields it? As if a rod should 
wield him who lifts it, or as if a staff should lift him who is 
not wood! 
16 Therefore the Lord GOD of hosts will send wasting sick-
ness among his stout warriors, and under his glory a burning 
will be kindled, like the burning of fire. 

Assyria was used by God as an instrument of judgment and 
became arrogant. God proclaimed judgment against Assyria. 
Those who remained in Israel were being judged through 
Assyria but now new hope came to them. 

Isaiah 10:5-16 

하나님께서 앗수르를 심판하시
기로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7, 12절)
Why did God decide to pass 
judgment on Assyria? 
(10:7, 12) 

하나님의 일에 도구로 사용될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무엇인
가요? 
What do we need to be 
aware of when we are being 
used as an instrument of 
God’s ministry?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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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포트피어스한인선교감리교회, 김선용(FL)
헤르난도한인교회, 윤대섭(FL)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앗수르는 죄악된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도구였습니
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잊은 채, 명령의 한도를 넘어 여러 
나라를 파괴하는 일에 몰두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이 주시는 승
리를 자신의 능력으로 여기며 교만하게 되지요. 갈로와 갈그미스, 하
맛과 아르밧 그리고 사마리아와 다메섹 모두 앗시리아에게 멸망한 도
시의 이름들입니다. 
날카로운 도끼나 톱이 스스로 잘난체하며 사용자의 통제를 벗어날 때, 
위험하고 몹쓸 물건이 되는 것처럼(10장 15절) 앗수르는 ‘자신의 사용
자’를 무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을 
그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일이 예상보다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 성공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때 말입니다. 바로 그때가, 
우리의 인생을 손에 쥐고 계신 주님의 뜻을 한번 더 살펴볼 때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내 편에 서 계시지!’라고 자랑하는 일을 그치고, ‘나
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
지, 잘 사용될 수 있습니다.

Assyria was an instrument of God to judge sinful Israel and Judah. 
But Assyria forgot the intention of God, overstepped the boundary 
of God’s command, and began engaging in the destruction of many 
neighboring nations. In the process, they became arrogant thinking 
that the victory allowed by God was due to their own capability. 
These are the nations destroyed by Assyria: Calno, Carchemish, 
Hamath, Arpad, Samaria, and Damascus. 
As a sharp ax and saw boast of themselves and escape from the 
reign of their users, they turn into dangerous and useless things. 
Assyria also ignored “her user.” (10:15) God would not tolerate the 
fruit of a wicked mind and arrogance. 
Sometimes things go too well. No matter what we do, we feel like 
we will succeed. That is the moment when we need to pay atten-
tion to the will of God in whose hands our life lies. We must stop 
boasting, “God always is on my side!” and start asking questions 
like, “Am I always on God’s side?” Thus, to the end, we will be 
used by God. 

하는 일마다 잘 될 때.. 
Whenever things go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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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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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토 SatFebruary

1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
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2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
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3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4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
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
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5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
를 삼으리라 

6 그 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
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7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
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8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 뗀 어
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9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 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10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
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
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이사야 Isaiah 11-12장

이사야 11:1-10 

복음성가(고형원, 1999)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앗수르가 몰락한 후에 유다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평화의 나라를 완성하는 정의로
운 통치자에 대한 오늘 본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에 대한 예
언으로 이해합니다. 

그날이 오면 
In that day

10
수 WedFebruary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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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1 There shall come forth a shoot from the stump of Jesse, and 
a branch from his roots shall bear fruit. 

2 And the Spirit of the LORD shall rest upon him, the Spir-
it of wisdom and understanding, the Spirit of counsel and 
might, the Spirit of knowledge and the fear of the LORD. 

3 And his delight shall be in the fear of the LORD. He shall 
not judge by what his eyes see, or decide disputes by what 
his ears hear, 

4 but with righteousness he shall judge the poor, and decide 
with equity for the meek of the earth; and he shall strike the 
earth with the rod of his mouth, and with the breath of his 
lips he shall kill the wicked. 

5 Righteousness shall be the belt of his waist, and faithful-
ness the belt of his loins. 

6 The wolf shall dwell with the lamb, and the leopard shall 
lie down with the young goat, and the calf and the lion and 
the fattened calf together; and a little child shall lead them. 

7 The cow and the bear shall graze; their young shall lie 
down together; and the lion shall eat straw like the ox. 

8 The nursing child shall play over the hole of the cobra, and 
the weaned child shall put his hand on the adder’s den. 

9 They shall not hurt or destroy in all my holy mountain; for 
the earth shall be full of the knowledge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10 In that day the root of Jesse, who shall stand as a signal for 
the peoples--of him shall the nations inquire, and his resting 
place shall be glorious. 

A message of hope is proclaimed - that Judah would be 
restored after the fall of Assyria. Today’s scripture is about 
a just ruler who will establish a nation of peace. Traditionally 
churches understand this as a prophecy of the advent of Je-
sus Christ.

Isaiah 11:1-10 

본문 속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시적 표현을 하나 골라 보시겠어
요? 왜 그 말씀이 좋으시지요? 
Can you select one poetic 
expression from today’s 
scripture that you like the 
most? Why do you like it?

이 세상을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거룩한 땅’(11:9)으로 만들
려면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할까
요?
How do we start to make this 
a world of “Nothing will hurt 
or destroy on all my holy 
mountain?” (11:9)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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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노크로스한인교회, 박희철(GA)
뉴난한인감리교회, 남성원(G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찢기고 잘려진 이들에게 구원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줄기에서 새로운 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그루터기만 남은 왕조
이지만(6장 1절) 그곳에서 다시금 아름드리나무를 꿈꾸는 가지가 자라
납니다. 이사야가 제시하는 ‘그 날’의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가
난한 이들이 공정하게 재판을 받고, 지도자는 성실하게 정의를 실천합
니다. 이 온전한 평화(샬롬)는 인간들의 세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표
범이 염소와 눕고 아이들은 독사와 장난을 합니다. 시인의 마음으로, 
‘사자가 어떻게 풀을 뜯어 먹어?’라는 질문은 잠시 내려놓으시지요. 
전쟁과 포로살이에 시달리던 이들에게 이사야가 들려주는 시는 희망을 
고이 간직하는 그릇이 됩니다. 물이 바다를 덮었다는 표현은, 큰 물을 
볼 때마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한 세상을 꿈꾸게 합니다. 하늘 높이 
아름답게 펄럭이는 만민의 깃발은 생각만 해도 자랑스럽고 뿌듯합니다. 
시인은 작디작은 새싹 속에서 이 위대한 평화의 비전을 발견합니다.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살다가 시를 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아름다운 노래를 들려주십니다. 꿈을 잃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개
똥같은 내일이야/꿈 아닌들 안 오리오마는/조개 속 보드라운 살 바늘
에 찔린 듯한/상처에서 저도 몰래 남도 몰래 자라는/진주 같은 꿈으로 
잉태된 내일이야/꿈 아니곤 오는 법이 없다네” (문익환, 꿈을 비는 마음) 

To those lacerated and torn, a message of salvation is proclaimed. 
A new shoot will come up from the stump of Jesse. The kingdom 
is only survived by its roots (11:1) but out of its roots grows a 
Branch that they dream will grow into a big tree again. Isaiah’s vi-
sion of “In that Day” is truly beautiful. The poor will be judged with 
righteousness and the leaders will practice justice with integrity. 
This wholesome peace will not just be found in human society. The 
leopard will lie down with the goat, and the young child will play 
with vipers. As the mind of a poet, let us ask the question, “How 
can a lion graze on grass?”
To those distressed with war and prisoners of war, the poems of 
Isaiah became a vessel to contain hope. The expression “the wa-
ters cover the sea” makes you dream of “the earth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Lord” whenever you see the ocean. The banner 
of the people raised high and fluttering beautifully is the source of 
our pride and boasts. The poet found the great vision of peace from 
a tiny new shoot. 
To those who have forgotten poetry while living in a world like a 
war zone, God still plays beautiful songs today. God said not to stop 
dreaming. “Tomorrow is another dog’s feces day. It is only possible 
in a dream: Tomorrow is conceived as a pearl-like dream growing 
secretly from a wound in a soft flesh of a clam shell. Only possible 
in a dream.” (By IckHwan Moon, “Mind seeking dream”) 

시를 잊은 그대에게  
To you who forgot po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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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6160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토 SatFebruary

9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
을 멸하리니 

10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11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
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12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
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13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
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
서 떠나게 하리니

14 그들이 쫓긴 노루나 모으는 자 없는 양 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
이나 

15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
에 엎드러지겠고 

16 그들의 어린 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
는 욕을 당하리라 

17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
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18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
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
니하리라 

이사야 Isaiah 13-14장

이사야 13:9-18

새516장(통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13-23장은 여러 나라에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여호
와의 날’이 오면 악인과 죄인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바벨론의 몰락과 이스라엘 포로들의 회복입니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
Warning against 
Babylon 

11
목 ThuFebruary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6362



Reading insight  

9 Behold, the day of the LORD comes, cruel, with wrath and 
fierce anger, to make the land a desolation and to destroy its 
sinners from it. 

10 For the stars of the heavens and their constellations will 
not give their light; the sun will be dark at its rising, and the 
moon will not shed its light. 

11 I will punish the world for its evil, and the wicked for their 
iniquity; I will put an end to the pomp of the arrogant, and 
lay low the pompous pride of the ruthless. 

12 I will make people more rare than fine gold, and mankind 
than the gold of Ophir. 

13 Therefore I will make the heavens tremble, and the earth 
will be shaken out of its place, at the wrath of the LORD of 
hosts in the day of his fierce anger. 

14 And like a hunted gazelle, or like sheep with none to gath-
er them, each will turn to his own people, and each will flee 
to his own land. 

15 Whoever is found will be thrust through, and whoever is 
caught will fall by the sword. 

16 Their infants will be dashed in pieces before their eyes; 
their houses will be plundered and their wives ravished. 

17 Behold, I am stirring up the Medes against them, who 
have no regard for silver and do not delight in gold. 

18 Their bows will slaughter the young men; they will have 
no mercy on the fruit of the womb; their eyes will not pity 
children. 

Chapters 13–23 of Isaiah are warnings of God proclaimed 
against many nations. When “the Day of the Almighty 
LORD” arrived the evil doers and the sinners would not sur-
vive. The first proclamation was about the fall of Babylon and 
the restoration of the prisoners of Israel.

Isaiah 13:9-18

하나님이 바빌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1절)
Why has God passed judg-
ment against Babylon? (13:11) 

맹렬한 하나님의 분노를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How can we escape the 
fierce anger of God?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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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형렬(GA)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 박진원(G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무자비한 주님의 날이 선포됩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한없는 은혜와 
한결같은 사랑으로 인간을 대하시는 따뜻한 하나님은 발견할 수 없습
니다. 잔혹하게 화를 내시고 맹렬하게 노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갓난 
아기도 가엾게 여기지 않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는 큰 유익은, 듣기 좋은 본문만 찾아다닐 수 없다는 것
입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이야기를 읽기도 하고, 또 오늘처럼 
피하고 싶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면하기도 합니다. 달고 맛있는 것만 먹
어서는 건강해질 수 없는 법이지요. 
사랑이신 하나님(요일 4:16)께서 왜 이렇게 분을 내셔야만 했을까요? 
하나님의 분노는 ‘세상의 악과 흉악한 자들의 악행’ 때문입니다.(11절) 
교만한 자와 포악한 자들을 멈추게 하지 않으시면, 이 세상에 정의는 
설 수 없습니다. 그들을 심판하시는 날이, 포로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는 해방과 회복의 날이 됩니다.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면, 심판과 정의의 하나님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다가올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될 수
도 있고, 회복의 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악인들에게는 무자비한 분노의 
경고이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회복과 약속의 말씀입니다. 

The merciless Day of the LORD is proclaimed. From today’s scrip-
ture, we cannot find the warm and sweet God who treats people 
with limitless grace and unwavering love. God’s judgment, which is 
mercilessly fierce, does not pity even a newborn baby. One of the 
significant benefits of reading the whole Bible from beginning to 
the end is that we cannot pick and choose the scriptures of the Bi-
ble that are pleasant to our ears. Sometimes we read portions of 
the Bible that are inscrutable and like today’s scripture, we face the 
anger of God that we wish to avoid. We cannot only eat sweet and 
delicious foods for our overall health. 
Why did God of love (1 John 4:16) turn to fury? The anger of God 
was caused by “the sins of the world and the evil deeds of the 
wicked.” (13:11) Justice in the world cannot stand if the haughty 
and the ruthless are not stopped. The Day when those are judged 
will be the Day of liberation and restoration for the people of Israel 
who were kept as prisoners of war. 
If the God of forgiveness and love is our God, the God of judgment 
and justice is also our God. “The Day of the Almighty God” will 
definitely come and the Day could be a Day of judgment or a Day 
of restoration. It is a warning of ruthless fury to the wicked, but a 
word of restoration and promise to those who wait for the Lord.

여호와의 날 
The Day of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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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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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토 SatFebruary

6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7 그러므로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
하며 길하레셋 건포도 떡을 위하여 그들이 슬퍼하며 
심히 근심하리니

8 이는 헤스본의 밭과 십마의 포도나무가 말랐음이
라 전에는 그 가지가 야셀에 미쳐 광야에 이르고 그 
싹이 자라서 바다를 건넜더니 이제 열국의 주권자들
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9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십마의 포도나무
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
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네 농작물에 즐거
운 소리가 그쳤음이라

10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
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
게 하였음이라 

11 이러므로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 같이 소리
를 발하며 내 창자가 길하레셋을 위하여 그러하도다 

12 모압이 그 산당에서 피곤하도록 봉사하며 자기 성
소에 나아가서 기도할지라도 소용없으리로다 

13 이는 여호와께서 오래 전부터 모압을 들어 하신 
말씀이거니와 

이사야 Isaiah 15-16장

이사야 16:6-13 

새550장(통248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바벨론에 이어 모압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전해집니다. 영광스
러웠던 땅 헤브론은 교만함으로 인해 황무지가 될 것입니다. 그리
고 모압 땅에 남은 피난민들은 다윗 가문에서 나온 왕이 정의롭게 
다스릴 것입니다. 

모압에 대한 
경고
A Prophecy Against 
Moab

12
금 FriFebruary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6766



Reading insight  

6 We have heard of the pride of Moab-- how proud he is!-- of 
his arrogance, his pride, and his insolence; in his idle boast-
ing he is not right. 

7 Therefore let Moab wail for Moab, let everyone wail. 
Mourn, utterly stricken, for the raisin cakes of Kir-hareseth. 

8 For the fields of Heshbon languish, and the vine of Sib-
mah; the lords of the nations have struck down its branches, 
which reached to Jazer and strayed to the desert; its shoots 
spread abroad and passed over the sea. 

9 Therefore I weep with the weeping of Jazer for the vine of 
Sibmah; I drench you with my tears, O Heshbon and Ele-
aleh; for over your summer fruit and your harvest the shout 
has ceased. 

10 And joy and gladness are taken away from the fruitful 
field, and in the vineyards no songs are sung, no cheers are 
raised; no treader treads out wine in the presses; I have put an 
end to the shouting. 

11 Therefore my inner parts moan like a lyre for Moab, and 
my inmost self for Kir-hareseth. 

12 And when Moab presents himself, when he wearies him-
self on the high place, when he comes to his sanctuary to 
pray, he will not prevail. 

13 This is the word that the LORD spoke concerning Moab 
in the past. 

After Babylon, the message of God’s judgment is also 
brought to Moab. Once glorious land of Hebron will soon turn 
into wasteland. A king from the lineage of David will govern 
the remnants in the land of Moab. 

Isaiah 15:6-13 

모압이 과거의 영광을 잃은 이유
는 무엇입니까? (6절)
Why did Moab lose it’s glory? 
(15: 6)

기름진 밭에서 나는 곡식과 값비
싼 포도주를 자랑하는 일이 헛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Why is it vain to brag about 
the abundance of crops and 
expensive wine?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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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 송희섭(GA)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 남궁 전(G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이사야는 바벨론에 이어 모압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을 전달합니다. 요
단강 동편 25km 정도에 위치한 고원도시 헤스본은 아름다운 땅으로 
옛부터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모세는 모압 왕 시혼
에게 이 땅을 통과하게 해 달라고 요청하지만 이곳에 많은 밭과 포도원
을 지키기 원했던 시혼이 제안을 거절한 적이 있었지요.(민수기 21장) 
민수기 32장은 이곳을 목축하기 좋은 땅으로도 소개합니다. 좋은 전
망을 가진 교통의 요지, 농사를 짓기도 가축을 기르기도 좋은 천혜의 
도시가 이제 황폐하게 될 것입니다. 동쪽으로는 광야, 서쪽으로는 사해 
넘어까지 미치던 그들의 영화가 사라질 것입니다. 
이 패망의 원인은 ‘교만’입니다. 거만하였기에 화도 자주 내였습니다. 
잠언 18장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오늘은 음력 설날이네요. 선물로 주어진 새로운 시간들을 
시작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한 해를 살아보자고 다짐합니다. 자꾸 
높아지려는 마음을 말씀으로 묶어 놓아, 온유하게 한날 한날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고전 15장 10절)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After prophesying against Babylon, Isaiah also brings the message 
of God’s judgment against Moab. Heshbon is a city located about 
25 km east of Jordan River and has long been known for its beauty 
and served as a hub of transportation. Soon after the Exodus from 
Egypt, Moses sent messengers to Sihon king of Moab requesting 
permission to pass through Heshbon, a land with many fields and 
vineyards. But that request was denied by Sihon, as he wanted to 
protect the fields and vineyards from intruders (Numbers 21). In 
Numbers Chapter 32, this land is also described as suitable for 
livestock. This land with a good view and is good for farming and 
grazing livestock will now be ruined. The glory of the land that 
reached to the desert in the East and to the Dead Sea in the West 
will be no more. 
The reason for this destruction is “pride.” In their pride, they often 
acted out in anger. Proverbs 18 teaches us that “Before a downfall 
the heart is haughty, but humility comes before honor.” Today is 
Lunar New Year. As we begin another year of life that has been 
given to us by God as a gift, let us commit ourselves before God to 
live with humility. I pray that the truth of the Word of God will keep 
us from growing arrogant. Let us live always remembering the 
words of Paul who said,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1 
Corinthians 15:10)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Putting Away the Heart of P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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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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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토 SatFebruary

1 다메섹에 관한 경고라 보라 다메섹이 장차 성읍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라 
2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 무리를 치
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3 에브라임의 요새와 다메섹 나라와 아람의 남은 자
가 멸절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영광 같이 되리라 만
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 그 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진 몸이 파리
하리니 
5 마치 추수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
으로 이삭을 벤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주운 것 같으리라 
6 그러나 그 안에 주울 것이 남으리니 감람나무를 흔
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두세 개가 남음 
같겠고 무성한 나무의 가장 먼 가지에 네다섯 개가 남
음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8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
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9 그 날에 그 견고한 성읍들이 옛적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버린 바 된 수풀 속의 처소와 작은 산 꼭대기
의 처소 같아서 황폐하리니 
10 이는 네가 네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네 능
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네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 가지도 이
종하는도다
11 네가 심는 날에 울타리를 두르고 아침에 네 씨가 
잘 발육하도록 하였으나 근심과 심한 슬픔의 날에 
농작물이 없어지리라 

이사야 Isaiah 17-18장

이사야 17:1-11

새190장(통177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17장은 다메섹과 북이스라엘(에브라임)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
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잊은 나라는 바람에 날리는 겨처럼 흩어지
게 됩니다. 18장은 구스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러한 심판을 통하
여 만군의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다메섹과 구스
(에티오피아)에 
대한 경고
A Prophecy Against 
Damascus

13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7170



Reading insight  

1 An oracle concerning Damascus. Behold, Damascus will 
cease to be a city and will become a heap of ruins. 
2 The cities of Aroer are deserted; they will be for flocks, 
which will lie down, and none will make them afraid. 
3 The fortress will disappear from Ephraim, and the king-
dom from Damascus; and the remnant of Syria will be like 
the glory of the children of Israel, declares the LORD of 
hosts. 
4 And in that day the glory of Jacob will be brought low, and 
the fat of his flesh will grow lean. 
5 And it shall be as when the reaper gathers standing grain 
and his arm harvests the ears, and as when one gleans the 
ears of grain in the Valley of Rephaim. 
6 Gleanings will be left in it, as when an olive tree is beaten-- 
two or three berries in the top of the highest bough, four or 
five on the branches of a fruit tree, declares the LORD God 
of Israel. 
7 In that day man will look to his Maker, and his eyes will 
look on the Holy One of Israel. 
8 He will not look to the altars, the work of his hands, and he 
will not look on what his own fingers have made, either the 
Asherim or the altars of incense. 
9 In that day their strong cities will be like the deserted plac-
es of the wooded heights and the hilltops, which they desert-
ed because of the children of Israel, and there will be desola-
tion. 
10 For you have forgotten the God of your salvation and 
have not remembered the Rock of your refuge; therefore, 
though you plant pleasant plants and sow the vine-branch of 
a stranger, 
11 though you make them grow on the day that you plant 
them, and make them blossom in the morning that you sow, 
yet the harvest will flee away in a day of grief and incurable 
pain. 

Chapter 17 contains the message of warning against Da-
mascus and Ephraim (Northern Israel). The nation that 
forgets the God the Savior will be scattered like chaff in 
the wind. Chapter 18 contains the judgment against Cush. 
Through this judgment, God will receive glory on Mount Zion. 

Isaiah 17:1-11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
엘과 다메섹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7, 8절)
What does God desire from 
Israel and Damascus as they 
go through their trials? 
(17:7, 8)

견고했던 성읍들이 수풀 속의 처
소같이 황폐해지는 이유는 무엇
입니까? (10절)
What is the reason that cities 
that were once strong end 
up as abandoned places full 
of thickets and undergrowth? 
(17:10)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7170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아틀란타한인교회, 김세환(GA)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 신용철(G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다메섹은 시리아(아람)의 수도인데, 오늘의 말씀은 시리아와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이 유다에 맞서 싸우려고 동맹을 맺은 일을 배경으로 합
니다. 이사야는 그들의 동맹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예언하며, 다메섹과 
에브라임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함께 전합니다. 야곱의 영화가 쇠하고, 
성읍들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남겨 두셨습니다. 흔들
리는 감람나무에도 열매 두세 개는 남습니다. 환란을 통해 남겨진 이
들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우상에게로 돌렸던 마음을 회개하
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길에 들어섰다면, 계획이 무너지는 것이 축복입니다. 내 뜻대로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
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일이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이 황폐해지
는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견고한 반석이신 하나
님에게 마음을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방의 나무들이 
가득하다면, 아무리 울타리를 쳐주고 싹을 틔운다 해도 생명의 열매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Damascus is the capitol of Syria (Aram). The text for today is writ-
ten in the backdrop of Syria and Ephraim forming an alliance to-
gether in order to fight Judah. Isaiah prophesizes that their alliance 
will fail and delivers the message of judgment for Damascus and 
Ephraim. Although the glory of Jacob will fade and the fortified cit-
ies will disappear, God will continue to provide new opportunities. 
As two or three olives will still remain on the olive tree that has 
been beaten, the remnants from the ruin will look to the Lord and 
turn their eyes to the Holy One of Israel in repentance. 
When one is on the wrong path, things not working out as planned 
is a blessing. True blessing is not things working out according to 
our will but according to God’s will as we fix our eyes upon Him 
and walk with Him in our journey. The reason why our life becomes 
desolate is because we forget God who is our Savior and we fail to 
fully trust God who is our Rock. If the vineyard in our heart is filled 
trees of foreign gods, we will never bear fruit that leads to life no 
matter how hard we work on it. 

위기가 기회입니다 
Crisis is Opportunity

7372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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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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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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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칼럼

사 58: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
는 것이 아니겠느냐”

체질적으로 금식을 잘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두 끼만 굶어도 헛것이 보이고 
별이 보이는 사람은 금식을 하기에는 어려운 체질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2-3일 금식은 거뜬히 했고 사순절 때는 한 두주 특별 금식도 했
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두 끼만 굶어도 저혈당이 와서 어지럽기까지 합니다.

40일 금식은 못하더라도 40시간 금식을 하면서 기아선상에서 허덕이는 영혼들의 
고통을 함께 겪어보자고 젊은 청년들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월드 비전에서 하는 
30 Hour Famine(30시간 기아체험) 운동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굶주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체험하면서 기아선상에서 죽어가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이들을 돕자는 캠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 기간 동안의 식
사비를 모금하여 굶주리고 있는 나라에 보내도록 했습니다.

또 소위 “기아체험”이라고 불리는 Feed the Hungry의 체험도 시키면서 함께 해보
았습니다. 이러한 체험을 같이 하면서 나누었던 청소년들의 간증은 다양했습니다. 

기뻐하는(?) 금식
이강 목사(가득한 교회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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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굶어야 한다면 정말 비참할 것 같다고 이구동성으
로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음식을 아무렇게나 버리지 말고 아껴야겠다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깨달음입니다.

더 구체적인 간증은 먹고 싶은 욕망이 어찌나 큰지 자꾸 햄버거가 떠오르고 라면 
생각, 자장면 생각이 너무 나서 수련회 기간 동안 오히려 말씀에 집중하지 못했던 자
신이 부끄러워 회개했다는 간증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간증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고 양이 푸른 초장에서 마음껏 
꼴을 먹는 것이 무엇인지 마음에 깨달아지고 그려지더라는 간증이었습니다. 어린아
이들이라 모두 먹는 것과 연결된 간증이었습니다.

 먹는 것이 일과에서 빠지다 보니 하루가 얼마나 길어지는지 모릅니다. 먹는 것에 
연관해서 소모하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큰 것을 발견
합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의 욕구를 부인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구가 얼마나 우리
를 사로잡아 왔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부인하고 그런 욕구로부터 나 자신
을 정해진 시간 동안이라도 탈출시키는 것이 금식을 통해 얻게 되는 소득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은 우리의 영을 예민하고 민감하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얽매고 
있던 멍에의 사슬이 무엇이었는지 들여다볼 수 있는 내면의 시간을 갖게 합니다. 그
리고 그 멍에를 끊을 수 있는 영적 파워를 경험하게 합니다.

 
오 주여
우리의 영이 예민해지기 원합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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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토 SatFebruary

16 그 날에 애굽이 부녀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
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17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
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18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19 그 날에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이 있겠고 그 변경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있
을 것이요 
20 이것이 애굽 땅에서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징
조와 증거가 되리니 이는 그들이 그 압박하는 자들
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겠고 여호와께서는 그
들에게 한 구원자이자 보호자를 보내사 그들을 건지
실 것임이라 
21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게 하시리니 그 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22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
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 주시리라 
23 그 날에 애굽에서 앗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앗
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앗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앗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24 그 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앗수르와 더불어 셋
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25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앗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사야 Isaiah 19-20장

이사야 19:16 -25 

새287장(통205장) 
예수 앞에 나오면

애굽의 심판은 형제, 이웃, 성읍 간의 갈등으로부터 시작하여 자
연재해와 지도자들의 실정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입니다. 하지만 
‘그 날이 오면’ 애굽은 회개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짖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
시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집트에 대한 
경고
A Prophecy Against 
Egypt

15
월 MonFebruary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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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16 In that day the Egyptians will be like women, and trem-
ble with fear before the hand that the LORD of hosts shakes 
over them. 
17 And the land of Judah will become a terror to the Egyp-
tians. Everyone to whom it is mentioned will fear because 
of the purpose that the LORD of hosts has purposed against 
them. 
18 In that day there will be five cities in the land of Egypt that 
speak the language of Canaan and swear allegiance to the 
LORD of hosts. One of these will be called the City of De-
struction. 
19 In that day there will be an altar to the LORD in the midst 
of the land of Egypt, and a pillar to the LORD at its border. 
20 It will be a sign and a witness to the LORD of hosts in the 
land of Egypt. When they cry to the LORD because of op-
pressors, he will send them a savior and defender, and deliv-
er them. 
21 And the LORD will make himself known to the Egyp-
tians, and the Egyptians will know the LORD in that day 
and worship with sacrifice and offering, and they will make 
vows to the LORD and perform them. 
22 And the LORD will strike Egypt, striking and healing, 
and they will return to the LORD, and he will listen to their 
pleas for mercy and heal them. 
23 In that day there will be a highway from Egypt to Assyria, 
and Assyria will come into Egypt, and Egypt into Assyria, 
and the Egyptians will worship with the Assyrians. 
24 In that day Israel will be the third with Egypt and Assyria, 
a blessing in the midst of the earth, 
25 whom the LORD of hosts has blessed, saying, “Blessed 
be Egypt my people, and Assyria the work of my hands, and 
Israel my inheritance.”

God’s judgment of Egypt first come in the form of Egyptians 
rising against one another - brother against brother, neighbor 
against neighbor and city against city - and expands to the 
destruction of the ecosystem to utter failure of the leaders. 
However, “in that day,” Egyptians will repent and cry out to 
God. Then God will bless them calling them as “my people.”

Isaiah 19:16 -25 

여호와를 알게 된 애굽은 어떤 
일들을 하였나요? (21절, 22절)
What did Egypt do after they 
come to acknowledge the 
Lord? (19:21, 22)

여호와께서 애굽을 복주시며, 내 
백성이라 불러 주신 이유는 무엇
일까요? 
Why did God call Egyptians 
“my people” and bless them? 
What does it say about God?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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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 서정일(GA)
트리니티한인교회, 김경곤(GA)
목회자를 위한 기도

이집트에 대한 경고는 오래전, 모세와 바로의 이야기를 떠오르게 합니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일강에서 악취가 나고, 강변의 곡식밭은 모
두 마를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처럼 지금도 지도자들에게 혼란한 마음
을 갖게 하십니다.(14절)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았던 출애굽기의 실패가 교훈이 되었
을까요? 이집트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에는 큰 반전이 있습니다. ‘그날
이 오면’ 애굽 땅의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서겠고, 이집트 사
람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맹세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와 맺으신 언약은 이집트와 앗수르에까지 확대됩
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내 백성 애굽”이라 부르며 복을 주십니다. 어
릴 적 노래로 외워 부르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하나
님의 구원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집트인인
가 유대인인가가 아니라, 주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을 경배하며 살아가
는 가입니다.

The prophecy against Egypt reminds the story of Moses and Pha-
raoh long time ago. When God’s judgment comes upon them, Nile 
River will stink and the plants along the river will wither. The lead-
ers of Egypt will be dizzy in their spirit (v. 14). Could it be that peo-
ple have learned from their unwillingness to let the Israelites go in 
the event of Exodus? One can see a great reversal in Isaiah’s 
prophecy. “In that day,” there will be an altar to the Lord in the 
heart of Egypt, and the Egyptians will make vows to worship the 
Lord. 
The covenant that God made with Judah and Israel is extended to 
Egypt and Assyria. God will bless the Egyptians, calling them “my 
people.” I remember a song that I used to sing as a kid whose 
words are the words of John 3:16, “Who-so-ever-believes-in-
Him-shall-not-perish-but-will-have-an-eternal-life.” God’s sal-
vation is offered to everyone. The most important thing is not 
whether one is an Egyptian or a Jew but whether or not one knows 
the Lord and worships only the Lord in one’s life. 

애굽과 앗수르에서 경배 받으시는 하나님  
God is worshipped in Egypt and Assy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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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8180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토 SatFebruary

1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네겝 회오리바람 같이 몰려왔도다 
2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
여 에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3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
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
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4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
망의 서광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5 그들이 식탁을 베풀고 파수꾼을 세우고 먹고 마시도
다 너희 고관들아 일어나 방패에 기름을 바를지어다 
6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가서 파수꾼을 세우고 그가 
보는 것을 보고하게 하되
7 마병대가 쌍쌍이 오는 것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
거든 귀 기울여 자세히 들으라 하셨더니 
8 파수꾼이 사자 같이 부르짖기를 주여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
더니
9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
하여 이르시되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
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
졌도다 하시도다 
10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내가 이스라
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 들은 대로 너희에게 전
하였노라 

이사야 Isaiah 21장

이사야 21:1-10 

새619장 
놀라운 그 이름

21장의 묵시는 그 뜻이 분명하지 않다.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페
르시아에 의해 바벨론이 함락된 사건(B.C 539)에 대한 것으로 보
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 앗시라이가 바벨론을 포함하는 반역 국가
들을 처단한 일(B.C.539년)에 대한 것이라는 설도 있다. 이 중 어
떤 역사적 배경이 맞던지, 오늘의 말씀은 교만한 민족에 대한 하
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그 심판을 전해야만 하는 예언자의 사명에 
대해 알려준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 
A Prophecy Against 
Babylon

16
화 TueFebruary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8382



Reading insight  

1 The oracle concerning the wilderness of the sea. As whirl-
winds in the Negeb sweep on, it comes from the wilderness, 
from a terrible land. 
2 A stern vision is told to me; the traitor betrays, and the de-
stroyer destroys. Go up, O Elam; lay siege, O Media; all the 
sighing she has caused I bring to an end. 
3 Therefore my loins are filled with anguish; pangs have 
seized me, like the pangs of a woman in labor; I am bowed 
down so that I cannot hear; I am dismayed so that I cannot 
see. 
4 My heart staggers; horror has appalled me; the twilight I 
longed for has been turned for me into trembling. 
5 They prepare the table, they spread the rugs, they eat, they 
drink. Arise, O princes; oil the shield! 
6 For thus the Lord said to me: “Go, set a watchman; let him 
announce what he sees. 
7 When he sees riders, horsemen in pairs, riders on donkeys, 
riders on camels, let him listen diligently, very diligently.” 
8 Then he who saw cried out: “Upon a watchtower I stand, 
O Lord, continually by day, and at my post I am stationed 
whole nights. 
9 And behold, here come riders, horsemen in pairs!” And he 
answered, “Fallen, fallen is Babylon; and all the carved im-
ages of her gods he has shattered to the ground.” 
10 O my threshed and winnowed one, what I have heard 
from the LORD of hosts, the God of Israel, I announce to 
you. 

The meaning of prophecy in Chapter 21 is not entirely clear. 
While some see the fall of Babylon by Persia (B.C. 539) as 
judgment on Babylon, others see the destruction of Babylon 
and other opposing nations by Assyria to be God’s judgment 
on Babylon. Regardless of who is right, today’s text shows 
the weight that a prophet must carry in fulfilling one’s call-
ing as one seeks to deliver the message of God’s terrifying 
judgment on those arrogant nations. 

Isaiah 21:1-10 

바벨론이 함락한 이유는 무엇입
니까? (5절, 9절)
Why did Babylon fall? 
(21:5, 9)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
며 큰 고통을 겪은 이유는 무엇이
라 생각하십니까?
Why do you think Isaiah ex-
perience pain and agony as 
he delivered God’s message?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8382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해밀턴밀한인교회, 정찬응(GA)
갈보리연합감리교회, 남규우(HI)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해변 광야는 아라비아 사막(네겝) 남단의 평원에 위치한 바벨론을 뜻
합니다. 엘람과 메대는 바벨론 동쪽에 위치한 부족국가들로, 훗날 페
르시아가 되는 민족들입니다. 이사야는 바벨론이 함락하는 환상을 보
고 놀라며, 출산하는 여인과 같은 고통을 겪습니다. 임박한 종말을 알
지 못한 채 바벨론의 고관들은 파수꾼을 세워 놓은 채 먹고 마시는 일
에만 열중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제국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교만 
때문에 방패에 기름도 바르지 않고 지냅니다. 이사야 14장에서 바벨론
은 스스로에게 “내가 가장 높은 하늘로 올라가겠다. 하나님의 별들보
다 더 높은 곳에 나의 보좌를 두고… 내가 저 구름 위에 올라가서 가장 
높으신 분과 같아지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교만하였습니다. 
예언자 이사야는 바벨론에 관한 계시를 전하면서 왜 이토록 놀라고 아
파했을까요? (남자 이사야가, 당신이 애를 낳아 봤어?라는 반문을 들
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바벨론은 한때 유다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능력은, 유다에게 바벨론의 군사적 
힘으로 경험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희망의 서광으로 여기며 마냥 기뻐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에 
압도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두려움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전해야 하는 예언자의 사명입니다. 

The Desert by the Sea is referring to Babylon that is in the south-
land of Arabian desert (Negev). Elam and Media are tribal nations 
located east side of Babylon who will later become part of Persia. 
In his vision, Prophet Isaiah sees the destruction of Babylon and 
experiences pain like that of a woman in labor. Unaware of the im-
minent end, the officials of Babylon put a watchman on the post 
and become focused on eating and drinking. In their arrogance and 
illusion of invincibility, they don’t even oil their shields. In Isaiah 
Chapter 14, one can see the extent of Babylon’s arrogance when it 
says to itself, “I will ascend to the heavens; I will raise my throne 
above the stars of God; I will ascend above the tops of the clouds; I 
will make myself like the Most High.”
Why do you think Isaiah agonized over the prophecy that he was 
giving about Babylon, likening his pain to a woman in labor? Baby-
lon was once an instrument that God used to judge Judah. At that 
time, God used the great military power of Babylon against Judah. 
And now, this empire that once displayed incomparable military 
power is about to fall. Although Isaiah could have found this to be 
something to rejoice over, he was more mesmerized by the awe-
some power of God that can subdue even great powers like Baby-
lon. Isaiah experienced fear as he tried to fulfill his calling as a 
prophet, bringing the news of terrifying destruction to the people 
who are clueless about the imminent end. 

예언자의 사명 
A Prophet’s C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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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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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토 SatFebruary

4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
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음
으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니라 
5 환상의 골짜기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이르
는 소란과 밟힘과 혼란의 날이여 성벽의 무너뜨림과 
산악에 사무쳐 부르짖는 소리로다 
6 엘람 사람은 화살통을 메었고 병거 탄 자와 마병이 
함께 하였고 기르 사람은 방패를 드러냈으니 
7 병거는 네 아름다운 골짜기에 가득하였고 마병은 
성문에 정렬되었도다 
8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기매 그 날에야 네가 
수풀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9 너희가 다윗 성의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
가 아랫못의 물도 모으며 
10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게도 하며 
11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
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
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2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 털을 뜯으며 굵은 베를 띠라 하셨거늘 
13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
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
고 마시자 하는도다
14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
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Isaiah 22장

이사야 22:4-14

새585장(통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여러 나라들의 경고들 속에는 예루살렘에 대한 메시지도 포함되
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
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잊고 있는 이들을 보며 예언
자는 통곡의 눈물을 흘립니다.

예루살렘에 대한
경고
A Message about 
Jerusalem

17
수 WedFebruary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8786



Reading insight  

4 Therefore I said: “Look away from me; let me weep bitter 
tears; do not labor to comfort me concerning the destruction 
of the daughter of my people.” 

5 For the Lord GOD of hosts has a day of tumult and tram-
pling and confusion in the valley of vision, a battering down 
of walls and a shouting to the mountains. 

6 And Elam bore the quiver with chariots and horsemen, and 
Kir uncovered the shield. 

7 Your choicest valleys were full of chariots, and the horse-
men took their stand at the gates. 

8 He has taken away the covering of Judah.In that day you 
looked to the weapons of the House of the Forest, 

9 and you saw that the breaches of the city of David were 
many. You collected the waters of the lower pool, 

10 and you counted the houses of Jerusalem, and you broke 
down the houses to fortify the wall. 

11 You made a reservoir between the two walls for the water 
of the old pool. But you did not look to him who did it, or see 
him who planned it long ago. 

12 In that day the Lord GOD of hosts called for weeping and 
mourning, for baldness and wearing sackcloth; 

13 and behold, joy and gladness, killing oxen and slaugh-
tering sheep, eating flesh and drinking wine. “Let us eat and 
drink, for tomorrow we die.” 

14 The LORD of hosts has revealed himself in my ears: 
“Surely this iniquity will not be atoned for you until you 
die,” says the Lord GOD of hosts. 

Messages about Jerusalem are also included in the warn-
ings against various countries. The biggest problem is that 
Jerusalem did not trust in God. Witnessing those who have 
forgotten the most important thing, the prophet wept with 
tears.

Isaiah 22:4-14

예언자가 슬퍼하면서도 위로 받
기를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
까? (11절) 
Why does the prophet mourn 
and refuse to be comforted? 
(22:11)

하나님에게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14절)
What sins are not forgiven by 
God until death? (22:14)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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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감람연합감리교회, 이영성(HI)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 한의준(HI)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기원전 701년, 앗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예언자는 이 일에 대
해 말하며 통곡합니다. 위로받기도 거절합니다. 수풀 곳간은 예루살렘
에 있는 왕궁으로 유대의 군사 집결지입니다. 앗시리아의 맹공을 대비
하며 물 시스템도 정비하였고 무너진 성벽도 부지런히 보수하였습니
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을 빼놓았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오래전에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에게는 아무 
관심도 쏟지 않았다.”(11절) 예언자가 백성들의 헛된 노력을 보며 애곡
하는 이유입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포자기의 상태가 되어 
‘어차피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라고 말합니다. 
예언자의 눈물은 환상 골짜기의 적들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자 하나님”을 무시하는 백성들의 무지함이 답답해서입니다. 문
제는 적의 규모나 전략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성벽을 
막기 전에 죄로 구멍 뚫린 그들의 신앙생활을 보수했다면 어땠을까요? 
저수지의 물을 채우기 전에 말라 있던 영혼을 은혜의 단비로 적셨더라
면… 수풀 곳간의 병기를 점검하기에 앞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자신
들을 무장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주께서 다른 모든 것을 채우실 것입니다.

In 701 B.C.E., Assyria besieged Jerusalem. The prophet wails as 
he speaks of this. He also refuses to be comforted. The Palace of 
the Forest is a royal palace in Jerusalem and is the site of Jewish 
military gatherings. In preparation for the Assyrian onslaught, the 
water system was maintained and the collapsed walls were dili-
gently repaired. But they forgot the most important things: “But 
you did not look to the One who made it, or have regard for the 
One who planned it long ago.” (v. 11) This is the reason the prophet 
mourns for the people’s useless efforts. Even the inhabitants of 
Jerusalem are in a state of desperation and say “Let’s feast and 
drink, for tomorrow we die!”
The prophet weeps not because of fear of the enemies in the Val-
ley of Vision. It is because the ignorance of the people who disre-
gard “God the Savior” is frustrating. The problem is not the size or 
strategy of the enemy, but their relationship with God. What if they 
had repaired their religious life, devastated by sin, before they re-
paired the walls? What if their dry souls had been soaked with the 
rain of grace before filling the reservoir’s water? It would have been 
nice if they had armed themselves with the full armor of God be-
fore checking the weapons in the Palace of the Forest. When you 
first seek his kingdom and righteousness, the Lord will add every-
thing else.

먼저 해야할 일 
The first thing to do 

8988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8988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토 SatFebruary

1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깃딤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2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
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3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4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
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
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5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다

15 그 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 같이 칠십 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칠십 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
의 노래 같이 될 것이라 

16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
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17 칠십 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
할 것이며

18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
직하거나 쌓아 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
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사야 Isaiah 23장

이사야 23:1-5, 15-18

새68장(통32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베니게(페니키아)의 두 무역도시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의 말씀
이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던 도시를 심판하신 후 다시 회복시키
시는 하나님은, 두로의 소득을 거룩한 일에 사용하실 것입니다. 

두로에 대한 
경고
A Prophecy Against 
Tyre

18
목 ThuFebruary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9190



Reading insight  

1 The oracle concerning Tyre. Wail, O ships of Tarshish, for 
Tyre is laid waste, without house or harbor! From the land of 
Cyprus it is revealed to them. 

2 Be still, O inhabitants of the coast; the merchants of Sidon, 
who cross the sea, have filled you. 

3 And on many waters your revenue was the grain of Shihor, 
the harvest of the Nile; you were the merchant of the nations. 

4 Be ashamed, O Sidon, for the sea has spoken, the strong-
hold of the sea, saying: “I have neither labored nor given 
birth, I have neither reared young men nor brought up young 
women.” 

5 When the report comes to Egypt, they will be in anguish 
over the report about Tyre. 

15 In that day Tyre will be forgotten for seventy years, like 
the days of one king. At the end of seventy years, it will hap-
pen to Tyre as in the song of the prostitute: 

16 “Take a harp; go about the city, O forgotten prostitute! 
Make sweet melody; sing many songs, that you may be re-
membered.” 

17 At the end of seventy years, the LORD will visit Tyre, and 
she will return to her wages and will prostitute herself with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on the face of the earth. 

18 Her merchandise and her wages will be holy to the 
LORD. It will not be stored or hoarded, but her merchandise 
will supply abundant food and fine clothing for those who 
dwell before the LORD.

This is a warning to the two trading cities of Phoenicia, Tyre 
and Sidon. God, who judges and restores two cities that 
were once unlikely to fall, will use Tyre’s wealth for a holy 
task.

Isaiah 23:1-5, 15-18

두로가 부유하게 된 이유는 무엇
입니까? (3절)
Why did Tyre become rich? 
(23:3)

하나님은 두로의 수익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18절)
How does God use Tyre’s 
wealth? (23:18)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9190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 최현규(HI)
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 오대연(HI)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지중해 연안의 항구도시 두로와 시돈은 각국의 해상무역을 담당하던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던 이 지역이 701년에 
앗시리아 산헤립왕에게 침략을 당합니다. 시돈을 여성으로 묘사하는 
예언자는 이 땅이 어떤 아들과 딸도 길러낼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합니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두로에게도 70
년이 지나면 주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다시금 
두로는 세상의 모든 돈을 긁어모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두로
를 향한 하나님의 흥미로운 계획이 소개됩니다. 
그 무역한 것이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배불리 먹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전히 두로의 무역이 
‘음란’으로 묘사된 것(17절)에 의문이 남지만, 주님은 두로의 소득을 
받아 주시고, 기꺼이 사용하십니다. 
두로에 대한 예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당신 지갑
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고백하지만, 여전히 소득
을 쌓아 두는 일 그리고 자신의 먹을 거리와 입을 거리만을 신경 쓰며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The port cities of Tyre and Sidon on the Mediterranean coast were 
wealthy cities that were responsible for the maritime trade of each 
country. This area, which was unlikely to fall, was invaded by As-
syrian King Sennacherib in 701. The prophet who portrays Sidon as 
a woman warns that she will not be able to raise any sons and 
daughters. However, just as God promised Egypt, He promises 
Tyre that the Lord will take care of them after 70 years. Again, Tyre 
will be making all the money in the world. And here, God’s exciting 
plan for Tyre is introduced.
It is a prophecy that the profits from that trade will be consecrated 
to God, and those who serve the Lord will be satisfied with them. 
Still, the question remains that Tyre’s trade is described as “lucra-
tive prostitution” (23:17), but the Lord accepts Tyre’s income and is 
willing to use it. The prophecy on Tyre raises one important ques-
tion for us. Who is the owner of your wallet? You confess that you 
have repented and been restored, but don’t you still only care about 
saving your income for good food and fine clothing?

당신 지갑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Who is the owner of your wallet?

9392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9392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토 SatFebruary

1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
시며 지면을 뒤집어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2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
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 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
이라 

3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
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4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
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5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
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
뜨렸음이라 

17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게 이르렀
나니

18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
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19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20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 같이 흔
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하므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
어나지 못하리라 

이사야 Isaiah 24-25장

이사야 24:1-5, 17-20

새478장(통78장) 
참 아름다워라

24장부터 27장에는 각 국가들에 대한 심판을 넘어 온 땅에 대한 
심판이 예언됩니다. 땅에 대한 저주는 곧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환경 위기의 시대를 살
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땅을 
벌하시다
The Lord’s 
Devastation of 
the Earth

19
금 FriFebruary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9594



Reading insight  

1 Behold, the LORD will empty the earth and make it deso-
late, and he will twist its surface and scatter its inhabitants. 

2 And it shall be, as with the people, so with the priest; as 
with the slave, so with his master; as with the maid, so with 
her mistress; as with the buyer, so with the seller; as with the 
lender, so with the borrower; as with the creditor, so with the 
debtor. 

3 The earth shall be utterly empty and utterly plundered; for 
the LORD has spoken this word. 

4 The earth mourns and withers; the world languishes and 
withers; the highest people of the earth languish. 

5 The earth lies defiled under its inhabitants; for they have 
transgressed the laws, violated the statutes, broken the ever-
lasting covenant. 

17 Terror and the pit and the snare are upon you, O inhabitant 
of the earth! 

18 He who flees at the sound of the terror shall fall into the 
pit, and he who climbs out of the pit shall be caught in the 
snare. For the windows of heaven are opened, and the foun-
dations of the earth tremble. 

19 The earth is utterly broken, the earth is split apart, the 
earth is violently shaken. 

20 The earth staggers like a drunken man; it sways like a hut; 
its transgression lies heavy upon it, and it falls, and will not 
rise again. 

In chapters 24 to 27, judgments are prophesied not only 
against the nations, but also against humans throughout the 
earth. The curse on the earth is a message of judgment to 
those who live there. Today’s text is also a message to mod-
ern people living in times of environmental crisis.

Isaiah 24:1-5, 17-20

주께서 땅을 벌하시는 이유는 무
엇인가? (5절)
Why is the Lord punishing 
the earth? (24:5)

창조질서를 보전하는 책임 있는 
청지기로 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What can we do to live as 
responsible stewards who 
preserve the ecosystem?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9594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 정상용(HI)
올리브연합감리교회, 김배선(HI)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특정 국가와 집단을 향하던 이사야의 예언은, 이제 전 지구적인 심판
의 메시지로 확장됩니다.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해 땅이 황폐하게 됩니
다. 신분의 고하,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이 심판은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땅이 메마르고 더럽혀지는 까닭은 사람이 율법을 어기고 영원
한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이 예언은 역사의 어느 시점을 배경으
로 하고 있을까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매년 서울 면적의 100배(6만 
제곱킬로미터)가 사막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이대로 계속 가다 가는 
2050년에 지구의 34%가 사막이 됩니다. 2020년, 중국 남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홍수 피해가 컸던 이유는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담수호 주
변을 매립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기후 전문가들은, 최근 들어 자주 
발생하는 미 서부 지역의 대형 산불이 온난화에 따른 지구의 경고라고 
입을 모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세계를 잘 관리(stewardship) 하라고 부탁하
셨습니다. 관리의 책임을 소홀히 한 탓에 땅은 점점 메말라가고, 홍수
의 문은 매년 더 크게 열립니다. 연합감리교회의 사회 원칙은 창조 공
동체를 보전하는 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책임 있는 청
지기가 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을 사랑으로 돌보는 거룩한 책
임을 갖는다”

Isaiah’s prophecy for certain nations and communities now extends 
to a global message of judgment. The earth is devastated by hu-
man sin. Regardless of your status or profession, this judgment is 
for everyone. The reason the earth is barren and defiled is that man 
has breached God’s law and broken the eternal covenant. At what 
point in history is this prophecy set? It is said that 100 times 
(60,000 square kilometers) of Seoul’s area is turned into desert ev-
ery year due to global warming. By 2050, if things continue, 34% of 
the planet will become desert. The reason the heavy rains in 
southern China in 2020 caused flood damage was because people 
recklessly reclaimed the freshwater lakes. Most climate experts 
say that the recent massive wildfires in the western United States 
are a warning to the planet about warming. 
God has asked us to be stewards of His creation. The neglect of 
stewardship responsibilities has led to the drought of the land and 
more flood gates open each year. The Social Principles of The Unit-
ed Methodist Church spell out preserving the ecosystem, “We be-
come responsible stewards and have a holy responsibility to lov-
ingly care for all that God has created.”

황무해지는 땅에 대한 책임 
Accountability for a desolate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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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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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토 SatFebruary

1 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2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3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4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
원한 반석이심이로다 
5 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6 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7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여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8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시는 길에서 우리가 주를 
기다렸사오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또 주를 기억하려
고 우리 영혼이 사모하나이다 
9 밤에 내 영혼이 주를 사모하였사온즉 내 중심이 주
를 간절히 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땅에서 심판하시
는 때에 세계의 거민이 의를 배움이니이다 
10 악인은 은총을 입을지라도 의를 배우지 아니하며 
정직한 자의 땅에서 불의를 행하고 여호와의 위엄을 
돌아보지 아니하는도다 
11 여호와여 주의 손이 높이 들릴지라도 그들이 보지 
아니하오나 백성을 위하시는 주의 열성을 보면 부끄
러워할 것이라 불이 주의 대적들을 사르리이다
12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강을 베푸시오
리니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심
이니이다 

이사야 Isaiah 26-27장

이사야 26:1-12

새203장(통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26장과 27장에서 의인들은 하나님께, 악인에 대한 심판을 빨리 
진행해 주어서, 자신들의 구원을 속히 이루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주께서는 교만한 자를 비천하게 만드시지만, 주님께 피하는 자들
에게는 평화에 평화를 더하실 것이며 결국 예루살렘의 거룩한 산
에서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We have
a strong city

20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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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1 In that day this song will be sung in the land of Judah: “We 
have a strong city; he sets up salvation as walls and bul-
warks. 

2 Open the gates, that the righteous nation that keeps faith 
may enter in. 

3 You keep him in perfect peace whose mind is stayed on 
you, because he trusts in you. 

4 Trust in the LORD forever, for the LORD GOD is an ever-
lasting rock. 

5 For he has humbled the inhabitants of the height, the lofty 
city. He lays it low, lays it low to the ground, casts it to the 
dust. 

6 The foot tramples it, the feet of the poor, the steps of the 
needy.” 

7 The path of the righteous is level; you make level the way 
of the righteous. 

8 In the path of your judgments, O LORD, we wait for you; 
your name and remembrance are the desire of our soul. 

9 My soul yearns for you in the night; my spirit within me 
earnestly seeks you. For when your judgments are in the 
earth, the inhabitants of the world learn righteousness. 

10 If favor is shown to the wicked, he does not learn righ-
teousness; in the land of uprightness he deals corruptly and 
does not see the majesty of the LORD. 

11 O LORD, your hand is lifted up, but they do not see it. Let 
them see your zeal for your people, and be ashamed. Let the 
fire for your adversaries consume them. 

12 O LORD, you will ordain peace for us, for you have in-
deed done for us all our works. 

In chapters 26 and 27, the righteous ask God for quick judg-
ment on the wicked so that their liberation will be accom-
plished quickly. The Lord makes the arrogant humble, but 
for those who seek the Lord, He will increase peace. After-
wards, they will all worship the Lord on the holy mountain of 
Jerusalem.

Isaiah 26:1-12

환난 날에 견고한 성읍은 무엇으
로 성벽과 외벽을 삼습니까? 
(1절)
In the day of tribulation, what 
are the wall and outer wall of 
a strong city made of? (26:1)

악인과 의인의 삶은 어떻게 다릅
니까? (7절, 10절-12절)
How is the life of the wicked 
and the righteous different? 
(26:7, 10-12)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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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 이병훈(IA)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 TBS(I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두 개의 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께서 친히 성벽과 방어벽이 되신 성(1절, 
새번역)이고 다른 하나는 교만한 자들이 사는 견고한 성(5절, 새번역)입니
다.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두 번째 성이 더 크고 높고 화려해 보입니다. 하
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견딜 수 있는 성은 오직, 주께서 친히 구원의 성벽이 
되시는 첫 번째 성뿐입니다. 당신은 어떤 성에 살고 계신지요? 
<나무야, 나무야>라는 책에 집을 그리는 방식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
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집을 그릴 때 지붕부터 그리기 시작하지만, 목수나 
건축가는 주춧돌, 기둥, 들보, 서까래 그리고 지붕의 순서로 집을 그린다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요. 지붕부터 지을 수 있는 집은 없으니까요. 굳건한 반
석 되시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가는 당신의 믿음의 성도 그렇습니다. 화려한 
사역이나 감동 깊은 간증이 모두가 볼 수 있는 지붕이라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과 나만 함께 보내는 말씀묵상과 기도의 시간은 믿음 생활의 기둥이
고 대들보라 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주님께 심지를 굳게 박은 이들에게 하
나님은 평화에 평화를 더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높은 곳에 거주하며 교만하게 쌓아 올린 성들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도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여는 여러분의 성이 환난 속에 피난처 되어, 영원
히 살수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
내는 천날보다 낫기에… (시편 84편 10절)

There are two cities. One is the city where the Lord Himself became 
a wall as well as defensive wall (26:1, NLT), and the other is a strong 
city where the proud live (26:5, NLT). Until “that day” comes, the 
second city looks taller and more colorful. However, the only city that 
can endure God’s judgment is the first city where the Lord Himself 
becomes the wall of salvation. Which city do you live in?
There is an interesting story about how to draw a house in the book 
“Hey Tree, It’s a Tree.” When people draw a house, they start with 
the roof, but a carpenter or architect draws a house in the order of 
a cornerstone, a column, a beam, a rafter, and a roof because no 
house can be built from the roof. So is the city of your faith built on 
Christ, the solid rock? If a splendid ministry or a deeply moving tes-
timony is a roof that everyone can see, then the time for meditation 
and prayer, in which only God and you spend intimately without 
anyone knowing, is the pillar of a life of faith. To those who are 
firmly rooted in the Lord, God has promised to add more peace to 
their peace.
Don’t be envious of cities that live on high ground and have been 
built arrogantly. Even today, your city, in which your day opens with 
meditation on the Word, is a refuge in times of tribulation, where 
you can live forever. Because a day in the courtyard of the Lord’s 
house is better than a thousand days in other places. (Psalm 84:10)

두 개의 성 
Two C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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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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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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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칼럼

지난 (추수감사절 특별) 새벽기도회에서 제3여선교회의 특별찬송이 있었습니다. 
3명의 회원이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 세 명의 회원들이 얼마나 부끄러워하고 민망해
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특별찬송의 사명을 감당하러 나온 회원들이 
부끄러움을 감당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신학생 시절 우연히 읽었던 박완서 씨의 “부끄러움을 가르쳐 드립니다.”라는 수필
이 생각났습니다. 1970년대 기생관광을 가장 위대한 애국이라고 외치던 시절, 그 기
생관광을 온 일본인들이 하굣길 여고생들과 섞이게 되자 한 안내자가 일본어로 소리
쳤습니다. “소매치기에 주의하세요, 가방을 가슴에 꼭 안으세요.” 그 순간 박완서 씨
는 일본어를 알아듣는 것이 너무도 수치스럽고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너무 부끄러워 
고개를 돌리다가 수많은 학교, 셀 수도 없는 학원 간판들을 보면서 그곳에서 아무도 
부끄러움은 안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많은 간판들 앞에 ‘부끄러움
을 가르칩니다.’라는 깃발을 걸고 싶었다는 내용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교회와 지도자들이 온갖 종류의 부끄러움을 만들고 있습니
다. 요사이 교인이 10만 명이나 되는 한국의 어느 교회가 교회를 보호하고 또 그 큰 
교회의 담임목사직은 너무도 무거운 십자가라서 자기 아들에게 지울 수밖에 없다면

부끄러움을 가르칩니다
차철회 목사(뉴욕 청암교회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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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세습에 대하여 부끄러운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신문과 방송들이 날마다 교
회들이 예수의 길에서 멀어지고 있다고 비난하며 교회더러 똑바로 살라고 외치고 있
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럽에 건너가 우상과 물질에 찌든 점을 치는 소녀를 자유하게 해 주
고 자신은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목사란 다른 사람을 자유하게 위하여 자신은 섬김
과 경건과 검소함에 스스로 묶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면 예수님께서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주장하는 바리새인들은 
아예 구원의 가망이 없는 사람들로 포기하셨습니다. 스스로 의롭기만 했지 결코 부
끄러움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많은 한국교회와 교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바알신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원래 그런 것 같습니다. 의롭다고 생각하며 죄를 짓는 자는 부끄러
움을 모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이, 양심이 있는 사람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
이 대신 부끄러워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죄악은 우리들이 지었지만 부끄러움은 예
수님이 당하셨습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사람의 몸으로 찾아오셨고, 역사상 가장 
고통스럽고 치욕스러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십니다. 살아있는 자
로서 그래도 아직은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리에 있고 싶습니다. 부끄러움이 이 시대
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은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
혜라고 생각하며 위로를 받습니다.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하
고 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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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토 SatFebruary

13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
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
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14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
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5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
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
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16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촛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
지 아니하리로다 
17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
칠 것인즉 
18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스올과 더
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19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
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
움이라 
20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21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
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
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
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22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23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
을 들으라
24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
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이사야 Isaiah 28-29장

이사야 29:13-24

새218장(통369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28장은 북이스라엘, 29장은 남유다를 향한 경고와 회복의 메시
지입니다. 주님은 시온의 주춧돌이 되시니, 그를 의지하는 사람
은 불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경건의 형식만 남은 자들에게는 재
앙이 닥칠 것이지만, 그날이 오면 주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슬프다 
예루살렘이여
Woe to Jerusalem

22
월 MonFebruary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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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13 And the Lord said: “Because this people draw near with 
their mouth and honor me with their lips, while their hearts 
are far from me, and their fear of me is a commandment 
taught by men, 
14 therefore, behold, I will again do wonderful things with 
this people, with wonder upon wonder; and the wisdom of 
their wise men shall perish, and the discernment of their dis-
cerning men shall be hidden.” 
15 Ah, you who hide deep from the LORD your counsel, 
whose deeds are in the dark, and who say, “Who sees us? 
Who knows us?” 
16 You turn things upside down! Shall the potter be regard-
ed as the clay, that the thing made should say of its maker, 
“He did not make me”; or the thing formed say of him who 
formed it, “He has no understanding”? 
17 Is it not yet a very little while until Lebanon shall be 
turned into a fruitful field, and the fruitful field shall be re-
garded as a forest? 
18 In that day the deaf shall hear the words of a book, and out 
of their gloom and darkness the eyes of the blind shall see. 
19 The meek shall obtain fresh joy in the LORD, and the 
poor among mankind shall exult in the Holy One of Israel. 
20 For the ruthless shall come to nothing and the scoffer 
cease, and all who watch to do evil shall be cut off, 
21 who by a word make a man out to be an offender, and lay 
a snare for him who reproves in the gate, and with an empty 
plea turn aside him who is in the right. 
22 Therefore thus says the LORD, who redeemed Abraham, 
concerning the house of Jacob: “Jacob shall no more be 
ashamed, no more shall his face grow pale. 
23 For when he sees his children, the work of my hands, in 
his midst, they will sanctify my name; they will sanctify the 
Holy One of Jacob and will stand in awe of the God of Israel. 
24 And those who go astray in spirit will come to under-
standing, and those who murmur will accept instruction.”

Chapter 28 is a message of warning and restoration to 
northern Israel and chapter 29 to southern Judah. The Lord 
is the cornerstone of Zion, and those who depend on him 
will not be anxious. Disaster will come to those who retain 
only the form of godliness, but when that day comes, the 
Lord will restore His people.

Isaiah 29:13-24

주께서 심판하시는 예루살렘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13절, 16절)
What is the transgression of 
Jerusalem under the judg-
ment of the Lord? (29:13, 16)

주께서 자신을 토기장이로 비유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Why did the Lord compare 
Himself to a potter?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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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에임스사랑의교회, TBS(IA)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 조항백(IA)
목회자를 위한 기도

사순절의 두 번째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재의 수
요일(Ash Wednesday) 예배를 시작으로 이 거룩한 여정을 시작합니
다. 이 예배에서는 이마에 재를 바르며,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흙에서부터 왔고 또 흙으로 돌아갈 존재임을 기억합니다. 이사야는 예
루살렘의 백성들에게, 인간은 진흙이고 하나님께서 토기장이임을 상
기시켜 줍니다. 지음 받은 존재가 지으신 이를 비방할 수는 없는 법입
니다. 창조주의 손길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저 티끌 같은 존재일 뿐인
데, 그분의 만지심을 무시하며 패망의 끝으로 치닫는 사람들을 향해, 
예언자는 ‘슬프다 아리엘(예루살렘)이여”하며 통곡합니다. 
우리 인생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십니까? 입술로만 그분
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나님을 가까이하기 
원합니다. 자기가 장인의 손에 들려진 흙덩이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는 
이들에게 주님은 기쁨을 약속하십니다.(19절) 그분이 내 인생을 빚어 
가신다면 가난해도 즐거워할 수 있고, 마음이 혼미하던 사람들도 총명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경건의 형식만을 중요하게 여기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 오늘 이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
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마태복음 15:8) 십자가를 향하는 40일간의 
거룩한 여정을 보내며, 우리의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주인 되심”, “토
기장이 되심”을 인정해 드리기 원합니다.

This is the second week of Lent. Traditionally, the church begins 
this holy journey with Ash Wednesday service. During this service, 
we put ashes on our foreheads, confess our sins, and remember 
that we are the ones who came from and will return to the dust. 
Isaiah reminds the people of Jerusalem that humans are clay and 
God is the Potter. It is a law that a created being cannot defame 
the created. Without the Creator’s hand, we are just beings like 
dust, and for those who reject His hand and rush to the end of de-
struction, the prophet wept, “Woe to you, Ariel (Jerusalem).”
Do you recognize the hand of God who shapes our lives? God 
wants us not to acknowledge His Lordship with our lips alone, but 
know that we can truly approach Him. The Lord promises joy to 
those who humbly confess that they are a lump of dirt in their 
craftsman’s hands. (29:19) If God shapes my life, I will be able to 
rejoice even if I am poor, and even those who are irrational will be-
come intelligent. 
Jesus quotes today’s statement to the scribes and Pharisees who 
only valued the form of godliness. “These people honor me with 
their lips, but their hearts are far from me.” (Matthew 15:8) Let us 
spend a forty-day holy journey to the cross and with all our hearts 
admit that God is our Potter.

토기장이 손에 들린 진흙 
The clay in the hands of the pot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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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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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토 SatFebruary

15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
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
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
가 원하지 아니하고 
16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
으므로 너희가 도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
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17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
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
우 산 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의 기치 같으리
라 하셨느니라 
18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
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19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
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20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네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네 눈이 네 스
승을 볼 것이며
21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
든지 네 뒤에서 말소리가 네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
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22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
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
짐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23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
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 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24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
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이사야 Isaiah 30-31장

이사야 30:15-24

새310장(통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유다는 하나님이 아닌 이집트의 도움으로 앗시리아를 물리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언자는 그것을 헛된 망상이라 부릅니다. 오
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Do not rely on Egypt

23
화 TueFebruary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111110



Reading insight  

15 For thus said the Lord GOD, the Holy One of Israel, “In 
returning and rest you shall be saved; in quietness and in 
trust shall be your strength.” But you were unwilling, 

16 and you said, “No! We will flee upon horses”; therefore 
you shall flee away; and, “We will ride upon swift steeds”; 
therefore your pursuers shall be swift. 

17 A thousand shall flee at the threat of one; at the threat of 
five you shall flee, till you are left like a flagstaff on the top of 
a mountain, like a signal on a hill.

18 Therefore the LORD waits to be gracious to you, and 
therefore he exalts himself to show mercy to you. For the 
LORD is a God of justice; blessed are all those who wait for 
him. 

19 For a people shall dwell in Zion, in Jerusalem; you shall 
weep no more. He will surely be gracious to you at the sound 
of your cry. As soon as he hears it, he answers you. 

20 And though the Lord give you the bread of adversity and 
the water of affliction, yet your Teacher will not hide himself 
anymore, but your eyes shall see your Teacher. 

21 And your ears shall hear a word behind you, saying, “This 
is the way, walk in it,” when you turn to the right or when 
you turn to the left. 

22 Then you will defile your carved idols overlaid with sil-
ver and your gold-plated metal images. You will scatter 
them as unclean things. You will say to them, “Be gone!” 

23 And he will give rain for the seed with which you sow the 
ground, and bread, the produce of the ground, which will be 
rich and plenteous. In that day your livestock will graze in 
large pastures, 

24 and the oxen and the donkeys that work the ground will 
eat seasoned fodder, which has been winnowed with shovel 
and fork. 

Judah tried to defeat Assyria with the help of Egypt, not by 
God’s hand. But the Prophet calls it a vain delusion. Only 
God can save them.

Isaiah 30:15-24

주님을 잠잠히 신뢰하라는 말을 
듣고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
습니까? (16절)
What did the people of Judah 
do when they were told to 
trust the Lord in quietness? 
(30:16)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시는 이유
는 무엇을 하시기 위함 입니까? 
(18절) 
Why is God waiting for the 
right time to intervene? 
(30:18)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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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갈릴리연합감리교회, 엄모성(IL)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 김윤기(IL)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이사야 30-31장은 기원전 703년에 히스기야 왕이 이집트의 바오 사
바케에게 사신을 보낸 일을 배경으로 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군마와 
많은 병거의 막강한 힘을 믿으며 거룩한 분은 바라보지도, 구하지도 
않았기에(31장 1절)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하지만 심판 속에서도 주님은 은혜를 베풀려고 기다리십니다. 아무리 
타이르고, 때론 혼을 내어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자기 백성들을 향
해 주님은,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기다리십니다. 고린도전서 13
장에 사랑에 대한 아름다운 노래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오래 
참고’입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고도 말합니다. 주님
은 사랑이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집 나간 둘째를 매일처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그가 돌아오지요.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도 그를 먼저 알아본 건 아
버지였습니다. 달려가 측은히 여겨 입을 맞춥니다. 이 아름다운 부자간
의 이야기(누가복음 15장)에는, 아들의 회개 이전에 아버지의 기다림
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이제 돌아갑시다.

Isaiah chapters 30-31 are set in 703 B.C.E., when King Hezekiah 
sent an envoy to Egypt’s Bao Sabak. Because the people of Judah 
believed in the mighty power of horses and chariots and did not 
seek or inquire of the Holy One (31:1), disaster would come. 
But even in judgment, the Lord is waiting to grant them divine 
grace. The Lord is waiting for the opportunity to display mercy to-
ward the people who do not change their hearts no matter how 
much God stipulates and sometimes punishes them. In 1 Corinthi-
ans 13, there is a beautiful song about love. The first word about 
love is “patience”. It says to be tolerant of everything and to endure 
everything. Because the Lord is love, He is waiting for us today.
There is a father. He waited every day for his second son who had 
run away from the family. One day the son returns home. Even 
though they are far from each other, it is his father who recognized 
him first. He runs and feels sorry and kisses him. In this beautiful 
father-son story (Luke 15), there is a father waiting before his 
son’s repentance. Father is waiting. Now let’s go back to Him.

기다리시는 하나님 
Patient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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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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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토 SatFebruary

1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2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
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3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
를 기울일 것이며
4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
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5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부르지 아니하겠고 
우둔한 자를 다시 존귀한 자라 말하지 아니하리니
6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
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
를 거스르며 주린 자의 속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에
게서 마실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7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
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8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
귀한 일에 서리라 
15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16 그 때에 정의가 광야에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17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
안과 안전이라 
18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
는 곳에 있으려니와 

이사야 Isaiah 32-33장

이사야 32:1-8, 15-18

새242장(통233장) 
황무지가 장미꽃 같이

32장과 33장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 갈 구원자에 대해 말해 줍니
다. 정의로 다스릴 통치자는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들을 높이며 영
원한 안전을 보장합니다. 침략자들이 행한 가혹한 수탈과 압제의 
기억은 먼 과거의 일로 느껴질 것입니다. 

정의가 
회복되는 세상 
A world where
justice is restored

24
수 WedFebruary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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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1 Behold, a king will reign in righteousness, and princes will 
rule in justice. 

2 Each will be like a hiding place from the wind, a shelter 
from the storm, like streams of water in a dry place, like the 
shade of a great rock in a weary land. 

3 Then the eyes of those who see will not be closed, and the 
ears of those who hear will give attention. 

4 The heart of the hasty will understand and know, and the 
tongue of the stammerers will hasten to speak distinctly. 

5 The fool will no more be called noble, nor the scoundrel 
said to be honorable. 

6 For the fool speaks folly, and his heart is busy with iniquity, 
to practice ungodliness, to utter error concerning the LORD, 
to leave the craving of the hungry unsatisfied, and to deprive 
the thirsty of drink. 

7 As for the scoundrel--his devices are evil; he plans wick-
ed schemes to ruin the poor with lying words, even when the 
plea of the needy is right. 

8 But he who is noble plans noble things, and on noble things 
he stands.

15 until the Spirit is poured upon us from on high, and the 
wilderness becomes a fruitful field, and the fruitful field is 
deemed a forest. 

16 Then justice will dwell in the wilderness, and righteous-
ness abide in the fruitful field. 

17 And the effect of righteousness will be peace, and the re-
sult of righteousness, quietness and trust forever. 

18 My people will abide in a peaceful habitation, in secure 
dwellings, and in quiet resting places. 

Chapters 32 and 33 tell of a Savior who will open a new era. 
A ruler who will reign with justice exalts the honest and the 
righteous and ensures them eternal security. The memories 
of the harsh exploitation and oppression of the invaders are a 
thing of the distant past.

Isaiah 32:1-8, 15-18

어리석은 사람과 우둔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6, 7절)
What are the characteristics 
of a fool and a scoundrel? 
(32:6, 7)

광야가 아름다운 밭과 숲으로 변
하는 일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됩
니까? (15절)
How does the transformation 
of the wilderness into beau-
tiful fields and forests begin? 
(32:15)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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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 최기환(IL)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정일(IL)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여호와께서 일어나 자신의 영광을 보이실 날이 옵니다. 의롭고 정직하
게 사는 사람들, 뇌물을 싫어하고 악한 것에는 미련한 사람들이 높고 
안전한 곳에 살게 되는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는 찬란한 
미래는 곧 정의로운 세상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어려운 방언으로 알
아들을 수 없는 말(33:19)을 하였던 앗시리아의 압제가 그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하지만 이 정의로운 미래의 비전이 금새 우리의 바램과 노
래가 되는 것은, 우리 사는 시대의 혼란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
때도 그랬듯 지금도 그렇습니다. 악한 자들의 사기에 정직하고 가난한 
자들을 피해를 봅니다.(32:7) 어리석은 지도자는 주린 자가 더 배 고프
게 하고 목마른 자는 더 목마르게 합니다.(32:6) 
‘위에서부터 내려온 영’은 광야를 밭과 숲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곳에
서 정의는 평화의 열매를 맺고, 공의의 나무는 영원한 안전의 그늘을 
드리웁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거듭나야 한다’(요
한복음 3:3)에서 ‘다시’를 뜻하는 ‘아노덴’은 ‘위로부터’라는 뜻을 갖습
니다. 하늘로부터 태어난 이들, 위로부터 오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 정의로운 미래의 일꾼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이 존귀한 일을 계획하
여 하늘 뜻을 이 땅에 펼쳐갈 것입니다. 정의가 사라진 듯한 세상입니
다. 하지만 주께서 평화의 나무를 키워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해서 말입니다. 

The day comes when Jehovah will rise and display His glory. There 
is a world where people who hate bribes and are not evil live in 
high and safe places. The brilliant future foretold by Isaiah is a just 
world. Of course, this is a prophecy that the Assyrian oppression, 
who spoke incomprehensible words (33:19) in strange tongues, 
will cease. However, the reason why this vision of a just future 
quickly becomes our wish and song is that the chaos of our times 
is prevalent. As it was then, so it is now. There are scoundrels who 
hurt the poor and honest people. (32:7) A foolish leader makes the 
hungry hungrier and the thirsty more thirsty. (32:6)
“The Spirit from above” turns the wilderness into fields and forests. 
There, justice bears the fruit of peace, and the tree of justice casts 
the shadow of eternal security. In the words Jesus said to Nicode-
mus, “to be born again” (John 3:3), the Greek word “anoden” that 
means “again” has the meaning of “from above”. Those born from 
heaven, those who have received the Holy Spirit from above, are 
the workers of this righteous future. The honorable ones will plan 
the honorable work to unfold the will of heaven on earth. This is a 
world where justice is gone. But the Lord will grow a tree of peace 
through our hands and feet as children of God.

위에서 온 내려온 정의와 평화의 성령  
The Spirit of Justice and Peace from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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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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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토 SatFebruary

1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2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
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3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4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 주
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5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
가 열릴 것이며 
6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7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8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
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
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9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
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
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10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
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
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
리로다

이사야 Isaiah 34-35장

이사야 35:1-10

새365장(통484장)
마음 속에 근심 있는 사람 

에돔의 붕괴를 통해,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예언합니다. 그 
약속을 믿고 두려움을 이겨내라고 격려합니다. ‘그 날’에 시온의 
대로를 통하여 주께 돌아온 이들에게는 슬픔과 탄식이 없을 것입
니다. 

거룩한 길
The Highway of 
Holiness

25
목 ThuFebruary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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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1 The wilderness and the dry land shall be glad; the desert 
shall rejoice and blossom like the crocus; 

2 it shall blossom abundantly and rejoice with joy and sing-
ing. The glory of Lebanon shall be given to it, the majesty of 
Carmel and Sharon. They shall see the glory of the LORD, 
the majesty of our God. 

3 Strengthen the weak hands, and make firm the feeble 
knees. 

4 Say to those who have an anxious heart, “Be strong; fear 
not! Behold, your God will come with vengeance, with the 
recompense of God. He will come and save you.” 

5 Then the eyes of the blind shall be opened, and the ears of 
the deaf unstopped; 

6 then shall the lame man leap like a deer, and the tongue of 
the mute sing for joy. For waters break forth in the wilder-
ness, and streams in the desert; 

7 the burning sand shall become a pool, and the thirsty 
ground springs of water; in the haunt of jackals, where they 
lie down, the grass shall become reeds and rushes. 

8 And a highway shall be there, and it shall be called the Way 
of Holiness; the unclean shall not pass over it. It shall belong 
to those who walk on the way; even if they are fools, they 
shall not go astray. 

9 No lion shall be there, nor shall any ravenous beast come 
up on it; they shall not be found there, but the redeemed shall 
walk there. 

10 And the ransomed of the LORD shall return and come to 
Zion with singing; everlasting joy shall be upon their heads; 
they shall obtain gladness and joy, and sorrow and sighing 
shall flee away.

Through the collapse of Edom, the prophet predicts the 
salvation of Israel. He encourages people to believe in that 
promise and overcome their fears. Those who returned to 
the Lord through Zion’s highway on “that day” will have no 
sorrow or lament.

Isaiah 35:1-10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는 날
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What will happen when God 
comes and saves His peo-
ple?

광야와 같은 삶에 꽃이 피는 경
험을 하신 적 있으신 가요? 
Have you ever experienced 
flowers blooming in the wil-
derness of your life?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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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비젼교회, 박관우(IL)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김태준(IL)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옥에 갇혀 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 ‘우리가 기다리던 구세주가 당신이십니까?”하고 묻습니다. 예수
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
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마태복음 11장) 600여 년의 
차이를 두고 이사야의 예언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됩니다. 이사야는 에
돔과의 전쟁(5절)을 두고 예언했지만, 자녀 된 자들의 완전한 회복과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언자는 ‘광야에서’ 기뻐한다고 하지 않고 ‘광야가’ 기뻐한다고 말합
니다. 사막 또한 즐거움의 장소가 아니라, 백합화로 피어나는 주체입니
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다가 우리 영혼이 사막이 되어 버렸습니다. 
예쁜 꽃 한 송이 피우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약한 손
을 강하게 하고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33장
에서, 유다 백성은 주님께 기도하며 ‘대로가 황폐하였고… 레바논이 
부끄러워하며 샤론이 사막과 같고,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린다’고 탄
식하였습니다. 예언자는 이 세 도시를 언급하며 이들이 영광과 아름다
움을 회복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신 사람들은 시온의 대로를 걷게 될 것입니다. 

John the Baptist, who was in prison, heard the news of Jesus. He 
sent his disciples and asked, “Are you the Savior we’ve been wait-
ing for?” Jesus answered, “Go and tell John what you have heard 
and seen: … the blind see, the lame walk... the deaf hear... the 
good news is proclaimed to the poor.” (Matthew 11) With a differ-
ence of 600 years, Isaiah’s prophecy is completed through Jesus. 
Isaiah prophesied of the war against Edom (35:5), but the complete 
recovery and salvation of those who became God’s children came 
to reality through the Lord Jesus Christ.
The prophet does not say that he is pleased in the “wilderness”, 
but says that the wilderness is glad in those days. The desert is 
also not a place of pleasure, but a site that blooms with lilies. Our 
souls have turned into deserts while walking in the wilderness. It is 
a difficult time for a single pretty flower to bloom in the wilderness. 
However, God is telling us to toughen our weak hands and 
strengthen our trembling knees. In Isaiah 33:9, the people of Judah 
prayed to the Lord, “The land dries up and wastes away, Lebanon 
is ashamed and withers; Sharon is like the Arabah, and Bashan and 
Carmel drop their leaves.” The prophet refers to these three cities, 
proclaiming that they will restore glory and beauty. And those 
whom the Lord admits as being holy will walk the highways of Zion.

그날이 오면  
When that day 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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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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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토 SatFebruary

13 이에 랍사게가 일어서서 유다 방언으로 크게 외쳐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앗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14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15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앗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
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16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앗수르 왕이 또 이같
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
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
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 물을 마실 것
이요
1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2 왕궁 맡은 자 엘리아김과 서기관 셉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 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
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3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
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4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앗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
아 계시는 하나님을 훼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
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하니라 
5 그리하여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이사야 Isaiah 36-37장

이사야 36:13-16, 37:1-5

새539장(통483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공격해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앗수
르에 도움을 청하였던 아버지 아하스왕과는 달리, 앗수르의 공격
을 받은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예언자
를 통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앗시리아의 
위협
Assyrian threat

26
금 FriFebruary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123122



Reading insight  

13 Then the Rabshakeh stood and called out in a loud voice 
in the language of Judah: “Hear the words of the great king, 
the king of Assyria! 

14 Thus says the king: ‘Do not let Hezekiah deceive you, for 
he will not be able to deliver you. 

15 Do not let Hezekiah make you trust in the LORD by say-
ing, “The LORD will surely deliver us. This city will not be 
given into the hand of the king of Assyria.” 

16 Do not listen to Hezekiah. For thus says the king of Assyr-
ia: Make your peace with me and come out to me. Then each 
one of you will eat of his own vine, and each one of his own 
fig tree, and each one of you will drink the water of his own 
cistern, 

1 As soon as King Hezekiah heard it, he tore his clothes and 
covered himself with sackcloth and went into the house of 
the LORD. 

2 And he sent Eliakim, who was over the household, and 
Shebna the secretary, and the senior priests, covered with 
sackcloth, to the prophet Isaiah the son of Amoz. 

3 They said to him, “Thus says Hezekiah, ‘This day is a day 
of distress, of rebuke, and of disgrace; children have come to 
the point of birth, and there is no strength to bring them forth. 

4 It may be that the LORD your God will hear the words of 
the Rabshakeh, whom his master the king of Assyria has 
sent to mock the living God, and will rebuke the words that 
the LORD your God has heard; therefore lift up your prayer 
for the remnant that is left.’” 

5 When the servants of King Hezekiah came to Isaiah, 

King Ahaz asked Assyria for help without relying on God 
when Syria and northern Israel invaded. Unlike his father, 
King Ahaz, Hezekiah went to God when he was attacked by 
Assyria. God tells him not to be afraid through the prophet.

Isaiah 36:13-16, 37:1-5

랍사게가 유다 방언으로 말한 까
닭은 무엇입니까? 
Why did Rabshakeh speak in 
Hebrew dialect?

위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한 일
은 무엇입니까? (37장 1절) 
What did Hezekiah do in a 
crisis situation? (37:1)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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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샘물연합감리교회, 박미숙(IL)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 조선형(IL)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히스기야왕 14년에, 앗시리아왕 산헤립이 랍사게에게 많은 병력을 주
어 예루살렘을 공격합니다. 앗시리아 군대는 실로암 연못 주변에 주둔
하며 히스기야왕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군사력도 약하면서 무얼 
믿고 자신만만하느냐?’(36:5), ‘주께서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멸망시키
라고 하셨다.’(36:10) 힘없는 나라의 관리들은, 백성들이 이 말을 들을
까 봐 적장 랍사게에게 ‘유다말’ 말고 아람 방언으로 말해 달라는 비굴
한 요청을 합니다. 
랍사게는 아랑곳하지 않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유다말로 그들을 조
롱하고 협박합니다. 
치욕을 당한 히스기야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가 병에 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도 먼저 한 일이 주께 기도
로 아뢴 것을 보면(38:2), 참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진 왕입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또는 자존심이 무너질 때, 이런저런 자구책을 찾기
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꿇은 무릎 위로 하나님
의 말씀이 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37:6) 그후 예언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얼마 후 랍사게는 산헤립을 따라 예루살렘에서 
후퇴하고, 결국에는 주님의 천사가 앗수르 군을 칩니다.(37:36) 산헤
립은 아들에 의해 살해당하게 됩니다. 

In the 14th year of King Hezekiah’s reign, Assyrian King Sennach-
erib provided Rabshakeh a large number of troops to attack Jeru-
salem. Assyrian troops were stationed around Siloam Pond and 
delivered a message to King Hezekiah: “Do you think that mere 
words can substitute for military skill and strength? Who are you 
counting on?” (36:5) ”The Lord himself told us, ‘Attack this land and 
destroy it!’” (36:10) The powerless nation’s officials responded, 
“Please speak to us in Aramaic, for we understand it well. Don’t 
speak in Hebrew, for the people on the wall will hear.” (36:11) 
Rabshakeh made fun of them and intimidated them in Hebrew so 
that everyone could understand what he said. The first thing Heze-
kiah, who was reproached, had to do was run to Jehovah’s house. 
Even when he fell ill and almost died, the first thing he did was to 
hold the Lord in prayer. (38:2) He was a king with a very good habit 
of faith. 
When hardships come or when your pride breaks down, there is 
something to do before looking for self-help. The Word of God 
comes down on your knees when you kneel down before God. “Do 
not be afraid.” (37:6) After that, the prophet delivers a message of 
hope. After a while, Rabshakeh follows Sennacherib to retreat from 
Jerusalem, and eventually the angel of the Lord strikes the Assyri-
an army. (37:36) Sennacherib is murdered by his son.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First thing t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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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125124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토 SatFebruary

1 그 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
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2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
하여
3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
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4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
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한에 십
오 년을 더하고
6 너와 이 성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16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
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
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17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
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
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18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양
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
지 못하되
19 오직 산 자 곧 산 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20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사야 Isaiah 38-39장

이사야 38:1-6, 16-20

새447장(통448장) 
이 세상 끝날까지

히스기야는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지만, 눈물의 기도를 통해 
15년의 시간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는 남은 평생을 주만 섬기며 
살겠다고 노래합니다. 하지만, 바빌로니아왕 므로닥발라단이 위
로의 사신을 보냈을 때에는 그들에게 궁전의 모든 소유를 보여주
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 
Hezekiah’s Prayer

27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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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1 In those days Hezekiah became sick and was at the point of 
death. And Isaiah the prophet the son of Amoz came to him, 
and said to him, “Thus says the LORD: Set your house in or-
der, for you shall die, you shall not recover.” 

2 Then Hezekiah turned his face to the wall and prayed to the 
LORD, 

3 and said, “Please, O LORD, remember how I have walked 
before you in faithfulness and with a whole heart, and have 
done what is good in your sight.” And Hezekiah wept bitter-
ly. 

4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Isaiah: 

5 “Go and say to Hezekiah, Thus says the LORD, the God 
of David your father: I have heard your prayer; I have seen 
your tears. Behold, I will add fifteen years to your life. 

6 I will deliver you and this city out of the hand of the king of 
Assyria, and will defend this city. 

16 O Lord, by these things men live, and in all these is the life 
of my spirit. Oh restore me to health and make me live! 

17 Behold, it was for my welfare that I had great bitterness; 
but in love you have delivered my life from the pit of de-
struction, for you have cast all my sins behind your back. 

18 For Sheol does not thank you; death does not praise you; 
those who go down to the pit do not hope for your faithful-
ness. 

19 The living, the living, he thanks you, as I do this day; the 
father makes known to the children your faithfulness. 

20 The LORD will save me, and we will play my music on 
stringed instruments all the days of our lives, at the house of 
the LORD. 

Hezekiah suffered a disease leading to death, but he re-
ceived 15 additional years as a gift through his prayer of 
tears. He sings that he will live the rest of his life, serving 
only the Lord. However, when Babylonian King Mero-
dach-baladan sent a consolation envoy, he made the mis-
take of showing them all possessions of the palace.

Isaiah 38:1-6, 16-20

죽음에 이르는 병에 걸렸을 때, 
히스기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
까? (3절)
How did Hezekiah pray when 
he became deathly ill? (38:3)

병에서 고침을 받은 히스기야는 
무슨 말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
까?
With what words did Hezeki-
ah, who was healed from ill-
ness, praise God?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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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김광태(IL)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이동근(IL)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2000년대 초반, 한 요구르트 광고에 이런 표현이 있었습니다. ‘생명 연
장의 꿈!’ 모르긴 해도 모든 사람들이 꾸는 꿈일 텐데, 히스기야왕 이
야말로 요구르트 한 병 마시지 않고 이 꿈을 실현시킨 인물입니다. 주
님은 그의 눈물 어린 기도에 무려 15년이나 수명을 연장해 주시지요. 
이 땅에서의 삶을 마쳐가는 성도님을 심방할 때면, 종종 히스기야의 
기도가 떠오르곤 합니다. 히스기야보다 눈물이 적지도, 간절함이 부족
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늘 그런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히스기야는 병에서 회복된 후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만 섬기
겠습니다(16절, 새번역),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
래를 노래하리 로다’(20절) 가만히 생각해보니 주님은 매일 아침, ‘생
명 연장’을 바라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무사히, 
건강하게 보내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에 주님은 그리도 자주, 성실하게 
응답해 주지 않으셨던 가요? 
생명은 온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허락된 호흡과 생명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사랑하셔서 맡겨 주신 시간, 무엇으로 채워 가시겠
습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시편 
150:6) 

In the early 2000s, a yogurt advertisement used the expression, 
“Dream of extending life!” This declaration is probably a dream that 
everyone desires. King Hezekiah is the person who made this 
dream come true without drinking a bottle of yogurt. The Lord ex-
tends his life by 15 years for his tearful prayers. When I visit a lay-
person whose life on this earth is about to end, I often think of 
Hezekiah’s prayer. The layperson does not seem to have fewer 
tears or less earnestness than Hezekiah, but he does not always 
receive a gift of extended life in answer to his prayer.
Hezekiah prays after recovering from his illness. “Lord, I will serve 
only the Lord.” (38:16) “I will sing my songs on the harp in the 
temple of the Lord forever.” (38:20) I believe the Lord listens to our 
prayers for “extension of life” every morning. Didn’t the Lord sin-
cerely answer your prayer, “Please let me spend this day safely and 
healthy?” 
Life belongs entirely to the Lord. Therefore, the breath and life al-
lowed today are gifts from the Lord. What will you fill with the time 
that God has entrusted to you because He loves you? “Praise the 
Lord to all who have breath, Hallelujah.” (Psalm 150:6)

시간의 선물을 가지고 
A gift of extended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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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momen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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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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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나의 결단 / 적용 My Heart / Application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131130



주일칼럼

아직 추위가 다 가시지는 않았지만 자연의 질서를 오랫동안 관찰한 옛 지혜자들이 
일 년의 절기를 스물넷으로 나누어 정한 24절기에 의하면 지난 2월 4일에 이미 봄에 
들어서는 입춘(立春)이 지났고 19일에 우수(雨水)도 지났습니다.

우수는 말 그대로 눈이 비가 되어 내리고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다는 뜻으로 겨우
내 추웠던 날씨가 많이 풀려 봄기운이 돋고 초목이 싹트는 절기라는 뜻입니다.

입춘이 지나고 15일 후인 양력 2월 19일이 우수인데 옛사람들은 입춘이 지나고 우
수로 들어서는 15일간을 삼등분으로 5일씩 세분하여 그 첫 번째 5일간은 수달이 물
고기를 잡아다 늘어놓는 때이고, 두 번째 5일간은 기러기가 북쪽으로 날아가는 때이
며, 마지막 5일간은 나무에 싹이 트는 때라고도 불러왔다고 합니다.

이때가 되면 겨울 동안 얼었던 강이 풀림과 동시에 수달이 물 위로 올라오는 물고
기를 잡아 먹이로 늘어놓고 추운 지방 새인 기러기가 따뜻해지는 봄기운을 피하여 
다시 추운 북쪽으로 날아가며, 그렇게 되면 봄은 어느새 다가와 눈은 비가 되어 내리
고 얼음은 녹아 물이 되어 풀과 나무에 싹이 트게 된다는 것입니다.

절기의 뜻을 생각해 볼 때마다 왜 자연 현상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반
적인 계시라고 하는지 그리고 바울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

겨울이 가고 
봄이 오는 때입니다 

이승우 목사(워싱톤 감리 교회)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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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 주시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밖에 없다고 하는지를 수긍하게 됩니다.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 온 세상을 매섭게 몰아치는 추운 겨울은 지나고 온 땅에 따
사로운 햇살이 비치는 봄이 우리 곁에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니 다가오는 절기인 봄
을 기다리는 것도 좋지만 아직도 우리 곁에 머무르며 우리를 감싸고 있는 절기인 겨
울이 모두 지나가기 전에 이 절기를 통해 당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할 듯싶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
매섭게 부는 바람,
소록소록 내리는 눈,
그리고 비,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것 하나 함부로 다가오는 것도 없는
모두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입

니다.
우리 곁을 지나가는 겨울 대신 슬며시 다가와 우리 곁에 머무는 봄을 앞두고 시인 

박덕중 님의 시, “우수(雨水)”라는 시를 나눕니다.

견고한 마음 다독이며

작은 불씨 하나로

한 시대의 살얼음 길목

어둠에 싸여 안으로만 울던

풀씨들,

당신의 거룩한 눈물

얼마나 기다려 왔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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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 없이

한 동안 칼바람에 강타 당하고

메마른 눈물 삼키며

머리 끝 화관을 쓰고자

떨며 몸부림치며

차가운 하늘 아래 눈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당신의 체온을 기다려 왔다

 

이제 어깨를 펴고

가슴을 펴고

눈물의 세례 받고

어둠을 젖히고 깨어나

눈을 뜨고 새로운 세상을 본다.

 

당신은

한 동안 우리에게

차가운 고난을 주시다가

가엾은 마음 어쩔 수 없어

이렇게 봄을 주시는가

 

닫혀진 마음들이

이제 창을 열고 나와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심지에 불을 켜들고

푸르게 달려가리라 

주일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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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를 세웁니다 We plant a church at a time

미래를 준비합니다 We prepare for future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God is leading our way

하루 $1로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
$ 1 for every day, we are planting the church of Jesus Christ!

□한달 $ 10, $ 20, $ 30, $ 50 per month □하루 $ 1 per day □한달 $ 30 per month

여러분의 1불 헌금은 한인연합감리교회 개척을 위해 사용합니다.
Your $ 1 offering will be used for church planting projects of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es

 연합감리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Your offering will support for future of The United Methodist Church.

● 한어회중 Korean speaking congregation  ● 영어회중 English speaking congregation

● 차세대회중 Next generation ministry ● 다인종사역 Multi-ethnic ministry

• 가정에서 함께 드립니다. You may give as a family.

• 자녀들과 함께 매달 드립니다. You may share with your children.

• 신용카드로 헌금합니다. You would give with your credit card.

• 느헤미야 운동을 통해, 비과세기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This gift can be listed as a tax-deductible gift for your tax report.

How can we participate into church planting projects for Nehemiah project?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우편으로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Check payable to Nehemiah Projec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 운동본부 Nehemiah Project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 Email contact : kumcdevotion@gmail.com

한인연합감리교회 교회개척 운동 Nehemiah Project-Church Planting Movement

느헤미야 $ 1 운동 Mission Fund 웹사이트 https://go.missionfund.org/kumcnehemiah

온라인 헌금 Online Giving

느헤미야 운동의 교회개척 사역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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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오심 하나님을 알기 이전 이미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역사하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만나주심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대로 우리를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다듬으심 우리를 다듬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성결과 성화의 은혜)을 경험합니다.

들어쓰심 주님께 쓰임 받는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 첫째 주 소그룹 모임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 1:1-20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평화의 나라 | 이사야 11:1-16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통곡하며 애곡하라 하셨거늘… | 이사야 22:1-14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히스기야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다 | 이사야 36:1-14, 37:1-7

2021년 2월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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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주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새463장(통518장)	신자되기	원합니다	
															새321장(통35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여는 질문1

참된	기독교인과,	믿음	없이	교회만	출석하는	나이롱	신자(?)	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본문 이해2

이사야의	예언은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뼈를	때립니다.	돌려서	말했지만,	그	내용은	그들이	‘짐
승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소나	나귀도	알아보는	주인을	왜	거역하고	무시하냐고,	예언자는	이스
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황폐해지고,	온몸에	성한	곳이	없을	정
도로	매를	맞을	것이라며	이사야는	예언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업
신)	여기며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목숨처럼	여기던	성전	제사도	가차	없이	비판합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형
식만	남았을	뿐,	하나님을	향한	정성과	사랑이	사라진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견딜	수	없는	피곤함을	
느낍니다.	구별하여	바친	제물은	헛되고,	열심으로	모인	집회는	가증하다	하십니다.	이들이	드린	예
배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성전	뜰만	밟고	다니던	이들은,	악한	행실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의롭게	살고,	학대받는	이웃을	
보살펴	주는	일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고아와	과부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이들이	없었습니다.	안
식일에	성전에서는	거룩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의	삶	속에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조금도	맡을	수	
없는	“나이롱”	신자들입니다.	꾸준한	기도	습관,	철저한	주일성수	그리고	책임	있는	헌금생활	모
두	중요합니다.	이것들은	매일처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내는	소중한	은혜의	수단들	
(means	of	Grace)입니다.	그런데,	‘주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이것들보다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일,	악한	행실을	그치는	일	그리고	착한	일을	배우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이사야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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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말입니다.	우리가	이	부르심에	순종할	때에,	주님은	
주홍과	같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 속으로3

1.	이사야	1장의	하나님은	왜	슬프신가요?		

2.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리는	제사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3.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요?

삶 속으로4

1.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억압받고	학대받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2.	나이롱	신자는	어떻게	하면	참된	신자가	될	수	있을까요?	

암송 구절 - 이사야 1:16-17 5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	받는	자를	도와	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
호하라	하셨느니라

자녀와 나눔6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뻐하실까?

● 기도 ● 찬양 ● 말씀교제 ● 함께기도 ●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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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이사야 11:1-16

평화의 나라 

새440장(통497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새101장(통106장)	이새의	뿌리에서	

여는 질문1

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거기엔	동물들도	있을까요?	

본문 이해2

예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고통과	절망의	땅에	소망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후
손에서	한	왕을	일으키실	텐데,	그	왕의	다스림은	인간들의	세상을	넘어서	우주적인	평화(샬롬)를	이
루어	냅니다.	그	왕이	위대한	까닭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강림하였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은	
지혜와	총명,	재능과	지식을	더해	줍니다.	그가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지
혜롭게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를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능력만	믿고,	하늘	무
서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권력자들이	많은	시대에,	이런	지도자의	모습이	참으로	그립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입은	상처를	생각하면,	”그날	거룩한	산	모든	곳에는	해	됨과	상
함이	없을	것”(11:9)이라는	노래가	가슴에	사무칩니다.	“소나	나귀도	제	주인을	알건만,	너희들은	
어찌	여호와를	잊었느냐”라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사야	1:3)	을	생각하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라는	말씀에	가슴이	벅차옵니다.	아이가	독사	굴에	손	
놓고	노는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표범이	어린	양과	함께	뛰노는	일이	말도	안	되게	보이는	것처럼,	
평화로운	세상이	이	땅에	실현되는	일이	멀게만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시겠다
고	이사야를	통해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이새와	다윗의	가문을	통해,	참된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
셨다고	증언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열방(all	nations)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기치
(banner)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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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평화의	다스림을	전파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공의와	성실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리스도
를	찬양합니다.	

말씀 속으로3

1.	이새의	줄기에서	돋아난	가지는,	세상을	어떻게	통치합니까?		

2.	“그	날”의	평화로운	모습	가운데,	어떤	모습이	가장	인상깊으신지요?	

삶 속으로4

1.		“그	날”에	온전히	이루어질	평화와	비교하여,	오늘	이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	가요?

2.	예언자의	환상	가운데,	동물들의	모습이	자세히	등장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3.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이	땅	가운데	확장해	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암송 구절 - 이사야 11:105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자녀와 나눔6

1.	어떻게	나무는	겨울	내내	죽어	있는	것	같은데,	봄이	되면	새싹을	틔울까?	

2.	사람들이	모두	사이좋게	사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 기도 ● 찬양 ● 말씀교제 ● 함께기도 ● 교제

141140



3주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이사야 22:1-14

통곡하며 애곡하라
하셨거늘 … 

새279장(통337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새254장(통186장)	내	주의	보혈은	

여는 질문1

최근에	울어보신	적	있나요?	잘	우는	편이신가요?	

본문 이해2

여러	민족들을	향해	하나하나	예언의	말씀을	전하던	이사야는,	예루살렘을	향해서도	하나님의	아파
하는	마음을	전달합니다.	뜻이	다소	모호한	‘환상골짜기’가	예루살렘	동쪽의	기르론	골짜기를	의미
한다면,	이	본문은	701년	앗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사건을	배경으로	삼습니다.	다윗왕조와	
예루살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는	시온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	앗수르가	물러간	것을	기뻐하
는	것과는	달리,	예언자는	이	일을	슬퍼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고	선포합니다.	관원들은	붙
잡혀	갔고,	환상골짜기에	아직도	앗수르의	군대가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7절)	
예언자가	절실한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고,	옛부터	역사를	경영하시는	이를	공
경하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통곡하며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
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께서	살길을	마련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신들의	힘으로	수도를	정비
하고,	성벽을	보수하여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될	뿐”	(시편	
127편)	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반응은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입니다.	본문의	내용만으로는	이것이	‘어차피	
이번에도	멸망하지	않을	거야’	하는	지나친	낙관론인지,	‘어차피	늦었으니	이거라도	즐기다가	망하
겠다’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마음	뜻이	어찌	되었듯,	하나님은	이를	
‘용서받지	못할	죄악’이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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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인생의	골짜기에도,	적들의	말과	병사가	가득	차	있는	듯한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이	있
다면	기회도	있는	법입니다.	자포자기하거나	지나치게	낙관하지	않는다면,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여	돌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은	다시	기회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 속으로3

1.	임박한	적들의	공격을	걱정하며	유다가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은	무엇인가요?	

2.	13절에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라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말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삶 속으로4

1.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환상골짜기의	마병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무엇이	여러분	삶의	안전을	위
협합니까?	

2.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당신의	삶을	어떻게	경영해	오셨나요?	충분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공경해	
드리며	사십니까?	

암송 구절 - 이사야 22:115

너희가	또	옛	못의	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이를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영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자녀와 나눔6

하나님께	잘못한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끝까지	사과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 기도 ● 찬양 ● 말씀교제 ● 함께기도 ●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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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 넷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이사야 36:1-14, 37:1-7

히스기야가 
주님의 도움을 구하다

새365장(통484장)	마음	속에	근심있는	사람	
새364장(통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여는 질문1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어보신	적	있나요?	그때	어떻게	하셨지요?

본문 이해2

히스기야가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	옷을	찢으며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환난	가운데	능욕을	당했
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14년에,	앗시리아의	왕	산헤립은	예루살렘을	침공합니다.	산헤립은	라기
스에	진을	주둔시키고,	랍사게를	보내	예루살렘을	자극합니다.	전술도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
만	싸울	것인가?라며	조롱합니다.	자기네가	말	이천	필	정도를	준다고	해도	거기	탈	사람이	없어서	
싸울	수	없을	것이라고	놀려댑니다.	힘없는	예루살렘의	대신들은	랍사게에게	비굴한	부탁을	합니
다.	사람들이	들을	수	있으니	유다말	말고,	시리아	말로	해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도	자기들은	알
아들을	수	있다고…	하지만	랍사게는	전혀	그런	부탁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크게	유다말로	외칩
니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아라,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아라’라고	말입니다.	
백성의	앞날도	큰	걱정이지만,	히스기야는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때	그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여호와의	전’입니다.	분하고	슬픈	마음을	억누르며,	하나님의	예언자에게	갈	길을	묻습
니다.	주께서는	친절한	말로	히스기야를	위로하십니다.	결국	랍사게는	예루살렘에서	후퇴하게	되
었고,	주님의	천사가	앗수르	군대를	쳐	죽입니다.	(37장	3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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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속으로3

1.		예루살렘의	대신들이	랍사게에게	아람	방언(앗수르	말)로	말해달라고	부탁한	이유는	무엇입
니까?	

2.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삶 속으로4

1.	이겨내기	어려운	환란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통과해	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2.	자존심	상하는	일을	복수하는	대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다리고	기도해	본	경험이	있나요?		

암송 구절 - 이사야 37:15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자녀와 나눔6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해	본	적	있니?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 기도 ● 찬양 ● 말씀교제 ● 함께기도 ●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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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1 The	First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Isaiah 1:1-20

Worship that the Lord is pleased with

Opening Question1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a	true	Christian	and	a	nominal	Christian	who	only	at-
tends	church	without	faith?

Understanding today’s passage2

Isaiah’s	prophecy	strikes	the	bones	of	the	Israelites	from	the	beginning.	He	commu-
nicated	in	a	parable,	but	the	content	is	that	they	are	worse	than	beasts	.	Even	oxen	
and	donkeys	recognize	their	owners,	but	why	do	they	rebel	and	ignore	God?	The	
prophet	asks	the	Israelites	and	us.	Isaiah	prophesies	that	the	land	of	Israel	will	be	
desolate	and	be	beaten	to	the	point	where	there	is	no	holy	place	left	in	the	land.	This	
is	because	the	Israelites	rebelled	against	the	Holy	One.
Even	the	temple	sacrifices	that	they	regarded	most	important	are	relentlessly	criti-
cized.	It	is	not	a	thing	that	God	would	accept.	God	feels	unbearable	tiredness	in	wor-
ship	where	only	rituals	remain,	and	the	passion	and	love	for	God	have	disappeared.	
He	says	that	devoted	offerings	are	in	vain,	and	meetings	gathered	with	dedication	are	
detestable.	What	is	the	problem	with	their	worship?
Those	who	only	strolled	within	the	temple	courtyard	did	not	stop	their	evil	conduct.	
They	were	not	interested	in	living	righteously	and	caring	for	their	abused	neighbors.	
No	one	spoke	for	the	orphans	and	widows.	They	may	look	holy	in	the	temple	on	the	
Sabbath	day,	but	they	were	fake	believers	who	were	unable	to	discharge	the	scent	
of	Christ	in	their	lives.	Persistent	prayer	habits,	Sunday	worship	attendance,	and	
generous	donation	life	are	all	important.	These	are	the	precious	means	of	Grace	that	
express	the	love	of	God	that	are	poured	in	every	day.	By	the	way,	in	order	to	offer	a	
worship	that	pleases	the	Lord,	there	are	some	things	you	need	to	pay	attention	to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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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	these.	It	is	about	keeping	your	hands	clean,	stopping	evil	behavior,	learning	good	
habits,	and	seeking	justice	in	our	daily	life.	As	we	obey	this	call,	the	Lord	promises	to	
forgive	our	awful	sins.

Into the Word3

1.	Why	is	the	God	of	Isaiah	chapter1	sorrowful?

2.	What	does	the	Lord	say	about	the	sacrifices	offered	by	the	Israelites?

3.	What	is	the	most	important	element	of	worship	that	pleases	the	Lord?

Into our Life4

1.	Who	are	the	oppressed	and	abused	people	around	us	today?

2.	How	can	a	fake	believer	become	a	true	believer?

Memory Verse - Isaiah 1:16-175

“Wash	yourselves;	make	yourselves	clean;	remove	the	evil	of	your	deeds	from	before	
my	eyes;	cease	to	do	evil,	learn	to	do	good;	seek	justice,	correct	oppression;	bring	
justice	to	the	fatherless,	plead	the	widow’s	cause.”	

Sharing with your children6

What	will	please	God	the	most?

The	First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Isaiah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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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2 The	Second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Isaiah 11:1-16

A peaceful country

Opening Question1

What	does	Heaven	look	like?	Are	there	any	animals	there?

Understanding today’s passage2

Through	the	prophet	Isaiah,	the	news	of	hope	is	delivered	to	the	land	of	suffering	and	
despair.	God	will	raise	up	a	king	from	the	descendant	of	David’s	father	Jesse,	whose	
reign	creates	universal	peace	(shalom)	beyond	the	realm	of	humans.	The	king	is	great	
because	the	spirit	of	Jehovah	comes	upon	him.	Jehovah’s	spirit	adds	wisdom	and	
intelligence,	capability	and	knowledge.	The	reason	he	can	rule	the	world	wisely	is	be-
cause	he	fears	Jehovah.	In	a	time	when	there	are	many	powerful	people	who	believe	
only	in	their	own	abilities	and	live	without	fear	of	heaven,	I	truly	yearn	for	the	appear-
ance	of	such	a	leader.
When	I	think	of	the	trauma	that	Israel	suffered	through	their	own	fault,	the	song	of	
“Nothing	will	hurt	or	destroy	in	all	my	holy	mountain”	(11:9)	touches	my	heart.	There	
is	a	lament	from	God,	“Even	an	ox	knows	its	owner,	and	a	donkey	recognizes	its	mas-
ter’s	care—	but	Israel	doesn’t	know	its	master.”	(Isaiah	1:3)	I	am	touched	by	verse	
9,	“for	the	earth	will	be	filled	with	the	knowledge	of	the	Lord	as	the	waters	cover	the	
sea.”	Verse	8	of	“a	little	child	will	put	its	hand	in	a	nest	of	deadly	snakes	without	harm”	
seems	impossible.	Just	as	it	seems	ridiculous	for	a	leopard	to	play	with	the	lamb,	the	
realization	of	a	peaceful	world	on	this	earth	feels	far	away.	But	through	Isaiah	God	
promises	that	He	will	surely	accomplish	that.
The	Gospel	of	Matthew	testifies	that	through	the	family	of	Jesse	and	David,	Jesus	
Christ,	the	true	King	of	peace,	has	come	to	us.	The	cross	of	the	Lord	can	be	interpret-
ed	as	a	banner	proclaiming	God’s	salvation	to	all	nations.	And	we,	who	first	exp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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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ced	the	love	of	the	cross,	are	called	to	preach	the	reign	of	peace	to	the	world.	Praise	
Christ,	who	rules	the	world	with	justice	and	integrity.

Into the Word3

1.	How	does	the	branch	sprouted	from	Jesse’s	stem	govern	the	world?

2.	Among	the	peaceful	aspects	of	“In	that	Day”,	which	one	most	impresses	you?

Into our Life4

1.		How	does	this	world	look	today	compared	to	the	peace	that	will	be	realized	completely	“in	
that	day”?

2.	In	the	vision	of	the	prophet,	why	are	the	figures	of	animals	appearing	in	detail?

3.		What	can	we	do	as	God’s	servants	who	are	called	to	expand	Christ’s	rule	among	
the	earth?

Memory Verse - Isaiah 11:105

“In	that	day	the	root	of	Jesse,	who	shall	stand	as	a	signal	for	the	peoples--of	him	
shall	the	nations	inquire,	and	his	resting	place	shall	be	glorious.”	

Sharing with your children6

1.	How	does	a	tree	sprout	in	spring?	It	seems	to	be	dead	all	winter.

2.	What	do	we	need	to	do	to	create	a	peaceful	world	where	people	all	get	along?

The	Second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Isaiah 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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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3 The	Third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Isaiah 22:1-14

Let me weep bitterly

Opening Question1

Have	you	ever	cried	lately?	Do	you	cry	often?

Understanding today’s passage2

Isaiah,	who	preached	the	words	of	prophecy	one	by	one	to	various	nations,	also	con-
veys	God’s	painful	heart	to	Jerusalem.	If	the	“Valley	of	Vision,”	which	is	somewhat	
vague	in	interpretation,	refers	to	the	Valley	of	Kirron	in	the	east	of	Jerusalem,	this	text	
takes	the	background	of	Assyria’s	siege	of	Jerusalem	in	701.	Unlike	those	armed	
with	Zion’s	belief	that	the	Davidic	dynasty	and	Jerusalem	will	never	fall,	the	prophets	
mourn	this	and	proclaim	that	they	must	return	to	God.	The	officers	were	captured,	
and	the	Assyrian	army	still	remained	in	the	Valley	of	Vision.	(22:7)
The	prophet’s	desperate	appeal	is,	“Look	for	Jehovah	and	honor	those	who	have	
been	running	history	from	old	times.”	Isaiah	says	that	they	should	mourn	for	their	
crimes	and	put	on	sackcloth.	There	is	still	an	opportunity.	When	they	repent	and	re-
turn,	the	Lord	will	provide	a	way	to	live.	Even	if	they	maintain	the	capital	and	repair	the	
walls	by	their	own	strength,	“unless	Jehovah	builds	a	house,	the	labor	of	the	builder	
is	in	vain.”	(Psalm	127)
However,	the	reaction	of	the	people	is	that	“I	will	die	tomorrow,	so	let’s	eat	and	
drink.”	From	the	content	of	the	text	alone,	it	is	difficult	to	know.	Is	this	excessive	opti-
mism	that	believes,	“I	won’t	perish	anyway.’’	Or	is	it	a	feeling	of	giving	up	everything	
that	leads	to	the	notion	of	“I’ll	enjoy	it	now	because	it’s	too	late	anyway.”	Regardless	
of	what	they	think,	God	calls	it	“unforgivable	sin.”
Even	in	the	valley	of	our	lives,	there	is	a	time	when	it	seems	full	of	enemies’	hors-
es	and	soldiers.	But	if	we	are	open	to	divine	guidance,	there	are	also	opportun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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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ther	you	are	desperate	or	too	optimistic,	when	God	tells	you	to	return,	obey	God	
and	return.	The	Lord	will	give	you	another	chance.

Into the Word3

1.	What	did	Judah	do	and	not	do,	fearing	an	impending	enemy	attack?

2.		In	verse	13,	the	people	of	Jerusalem	say	“Let’s	feast	and	drink,	for	tomorrow	we	
die!”	What	is	the	reason	for	saying?

Into our Life4

1.		What	are	the	horsemen	of	the	“Valley	of	Vision”	that	threaten	our	lives?	What	
threatens	the	security	of	your	life?

2.		How	has	God	been	managing	your	life	over	time?	Do	you	live	fully	in	honor	of	His	
guidance?

Memory Verse - Isaiah 22:115

“You	made	a	reservoir	between	the	two	walls	for	the	water	of	the	old	pool.	But	you	
did	not	look	to	him	who	did	it,	or	see	him	who	planned	it	long	ago.”

Sharing with your children6

When	we	do	something	against	God,	what	will	God’s	heart	be	like	if	we	stubbornly	
refuse	to	ask	forgiveness

The	Third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Isaiah 2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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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4 The	Fourth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Isaiah 36:1-14, 37:1-7 

Hezekiah Seeks the Lord’s Help

Opening Question1

Has	your	pride	ever	been	seriously	hurt?	What	did	you	do	then?

Understanding today’s passage2

Hezekiah	could	not	stand	the	rage,	so	he	tore	his	clothes	and	entered	the	temple.	He	
had	been	humiliated	by	the	Assyrian	king.	In	Hezekiah	14,	Assyrian	King	Sennach-
erib	invaded	Jerusalem.	Sennacherib	camped	at	Lachish	and	sent	Rabshakeh	to	
stir	up	Jerusalem.	“Do	you	think	that	mere	words	can	substitute	for	military	skill	and	
strength?”	He	mocked.	He	teased,	“I	will	give	you	2,000	horses	if	you	can	find	that	
many	men	to	ride	on	them!”	The	powerless	ministers	of	Jerusalem	made	an	em-
barrassing	request	to	Rabshakeh.	They	asked	him	to	speak	in	Syrian,	not	in	Hebrew,	
because	people	could	understand	Hebrew.	They	said	they	can	understand	Syrian.	
However,	Rabshakeh	did	not	respond	to	such	a	request	at	all,	but	rather	shouted	
louder	in	Hebrew.	He	was	shouting,	“Don’t	be	fooled	by	Hezekiah,	don’t	listen	to	
Hezekiah.”
The	future	of	the	people	was	also	a	concern,	but	Hezekiah’s	pride	was	deeply	hurt.	
The	first	place	he	visited	at	that	time	was	“the	Temple	of	the	Lord.”	He	repressed	
feelings	of	anger	and	sadness	and	asked	God’s	prophet	for	direction.	The	Lord	com-
forted	Hezekiah	with	kind	words.	Eventually,	Rabshakeh	was	forced	to	retreat	from	
Jerusalem,	and	the	angel	of	the	Lord	struck	the	Assyrian	army	to	death.	(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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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the Word3

1.		Why	did	the	ministers	of	Jerusalem	ask	Rabshakeh	to	speak	in	Aramaic	(Assyrian)	
language?

2.	How	did	God	answer	Hezekiah’s	prayer?

Into our Life4

1.		Have	you	experienced	persevering	through	a	difficult	tribulation	with	God’s	help?

2.		Have	you	ever	waited	for	God	to	intervene	instead	of	seeking	revenge	yourself	be-
cause	your	pride	was	hurt?	 	

Memory Verse - Isaiah 37:15

“As	soon	as	King	Hezekiah	heard	it,	he	tore	his	clothes	and	covered	himself	with	
sackcloth	and	went	into	the	house	of	the	LORD.”

Sharing with your children6

Have	you	ever	been	resentful	and	disgusted?	What	should	you	do	in	such	a	case?

The	Fourth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Isaiah 36:1-14, 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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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귐의 기도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

김영봉 목사 (와싱톤 사귐의교회, VA)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기도자의 이미지를 가
장 잘 그려주는 성경 이야기를 하나만 뽑으라고 
하면, 절대다수가 얍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한 야곱(창 32:22-32)에게 표를 던질 것이
다.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교회는 야곱과 같은 
기도의 투사들을 모집하고 양성해왔다. 환도뼈
가 위골되고 평생 불구가 될지언정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질 수 없다는 결의로 기도에 임하라고 
부추겨왔다. 그 결과, 기도는 언제나 투쟁이 되
었다. 기도하는 이는 전투에 임하는 병사처럼 일
사각오의 자세로 임했다.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
들은 이와 같은 태도에서 비롯된다. 

왜 이런 식으로 기도하게 되었는가? 기도를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것’으로 오해했
기 때문이다. 이 오해가 우리 기도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다. 기도는 언제나 ‘나의 요구’를 말씀드
리는 것이요,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요, 능력 있는 기도는 ‘원하는 것을 무
엇이든’ 얻어 내는 기도라고 생각한다. 얻지 못
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요,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목
표를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불굴의 의지를 
불태워야 한다. 그러므로 얍복 강변의 야곱은 모
든 기도자의 영원한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기도에 대한 이해는 성경에 천명된 원
리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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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
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약 4:2-3)”

이 말씀은 무엇을 구하기 전에 어떤 목적을 위해 그것을 얻으려는지 분명히 하
도록 요청한다. 자신의 이기적 욕심을 채우기 위해 구하는 것이라면 아무리 열심
히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설사 그 기도가 응답된다 해도 그 응답은 그에게 복이 
아니라 재앙이 된다. 그러므로 기도자는 무엇을 구하기에 앞서 자기 자신을 살펴
야 한다. 기도자의 내면이 먼저 정화되지 않고는 진정한 기도란 불가능하기 때문
이다. 

그래서 나는 기도를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라고 정의한다. 존 웨슬리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설교에서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진심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모두 위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유일
한 목적으로 삼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모두 드려야합니다”

 그는 기도의 본질이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음을 꿰뚫어보았다. 여기서 ‘사귄다’
는 말은 마음을 열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귐의 일차적인 결과
는 닮음이다. 진정한 인격적 사귐을 나누면 두 사람은 서로를 닮게 된다. 이심전
심의 일심동체가 된다.

영이신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문을 열고 기다리
신다. 우리가 눈을 떠서 그분을 뵙고 그분을 향해 마음을 열고 우리 삶에 그분을 
받아들이면 사귐이 시작된다. 

기도를 통해 영이신 하나님과 사귀다 보면, 요청할 때도 있고 침묵할 때도 있고 
찬양할 때도 있다. 묵묵히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도 사귐이다. 그 모든 것이 기
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되는 한, 우리가 하는 행동이 모두 기도다. 이렇게 
사귐의 기도를 지속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점점 깊이 참여하게 되고 그분
을 닮아간다.

무엇인가를 요청하는 것은 그다음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 우리 자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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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고 우리의 열망과 의지가 하나님께 조율된 다음, 비로소 입을 열어 무엇인
가를 구해야 한다. 그때에야 우리는 참된 것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은 기꺼이 그 기
도를 들어주신다. 능력 있는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강요하는 기도
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구하는 기도다. 그러므로 
사귐의 기도 없이는 진정한 기도의 능력을 소유할 수 없다.

이렇게 본다면, 기도자들이 늘 마음에 그리고 있어야 할 이미지는 얍복 강변의 
야곱이 아니라 ‘어미 품에 안긴 젖 뗀 아이’(시 131편)다. 이 시편은 바른 기도가 
어떤 것이며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떤 상태에 이르는지를 잘 그려 놓았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네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
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 뗀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
니 내 영혼이 젖 뗀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
지어다”

먼저 다윗은 자신의 마음 상태를 설명한다. 그는 과거처럼 사람들을 놀라게 할 
큰일을 도모하기 위해 전전긍긍하지 않고 자신의 능력에 부치는 일을 하려고 힘
쓰지 않는다.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 양 생각하지 않고 겸손히 모든 사람을 존중한
다. 이제 그의 마음은 젖 뗀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것처럼 평온하고 고요하
다. 엄마 품에 안겨 있는 아이는 무엇을 달라고 보채거나 부산하게 두리번거리지 
않는다. 조용히 안긴 채 엄마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며 즐길 뿐이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고 무서울 것도 없다. 지금 다윗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오직 하나님께만 희망을 두고 그분과의 깊은 사귐 안

에 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치 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 있듯이 그는 하나님의 크고 
넓은 품에 안겨있다. 그는 이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을 느꼈다. 하나
님의 사랑과 섭리 안에 자신의 모든 열망이 이미 실현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더 이
상 바랄 것이 없었다. 그를 쉬지 못하게 했던 모든 꿈들을 내려놓고 평안히 쉴 수 
있었다. 그는 고백한다. “내 영혼이 젖 뗀 아이와 같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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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2021년 김영봉 목사의 ‘사귐의 기도(IVP)’ 시리즈 연재를 시작합니다. 이번 시리즈를 통해 성도들에
게 ‘바른 기도’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사귐이 체험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리즈를 연
재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영봉 목사님과 IVP-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 이미지가 너무 지나치게 정적이고 소극적이라 불평할 사람들
도 있을 것이다. 사실 성공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현대인들에게 이 이미지는 매력
이 없다. 하지만 진정한 성취는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 그동안 
추구해 온 야망을 포기할 때 시작된다. 

기도자는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겨 모든 것을 잊고 황홀경을 즐기려 하지 않
는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분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
야 하는지를 발견한다. 하나님 안에서 찾은 새로운 열망과 소명은 우리를 차분하
고 침착하게 만든다. 아직 못 이룬 꿈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꿈
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생수(요 4:14)’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사귐의 
기도는 ‘꺼지지 않는 불씨’를 전해준다. 이 불씨로 우리는 목숨이 다할 때까지 소
명을 위해 헌신한다. 부산하지 않지만 부지런히, 나서지 않고 은밀하게, 열광하지 
않지만 뜨겁게 살아간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점점 작아지지만 개의
치 않는다.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점점 커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세상에서는 
낮아지지만 오히려 기뻐한다. 하나님 편에서는 점차 높아짐을 알기 때문이다.

이것이 ‘젖 뗀 아이와 같은 영성’이다.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에 이르는 영성, 그
리고 그 관계 안에서 새로운 소명을 발견하고 헌신하는 영성-바로 이것이 다윗의 
영성이요 예수님의 영성이요 바울의 영성이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두
가 부름받은 영성이다. 이 영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그동안 익숙해져 있던 기도 방
법을 바꿔야 한다. 얍복강에서 드린 야곱 식의 기도로는 이 영성에 이를 수 없다.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을 돈독히 하는 기도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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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목사 (Waco 한인 연합감리교회)
저서로는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 외 다수가 있다. 

암갈색에서
녹색으로의
여정

캔사스에서 L.A.를 가다 보면 처음에는 끝없는 평원이 펼쳐진
다. 그러다가 콜로라도의 록키 산맥이 나타난다. 그때부터는 계
속 산을 넘어가야 한다. 산 넘어 산이다. 그렇게 한참을 가다 보
면 사막이 나타난다. 가도 가도 사막이다. 암갈색밖에 보이는 것
이 없다. 그러다가 갑자기 푸른색들이 나타난다. L.A.에 다 와가
는 것이다.

성경을 컬러로 표현한다면 광야가 시작되는 출애굽기는 암갈
색이다. 더 깊은 광야로 들어가는 민수기는 짙은 암갈색이다. 그
러다가 여호수아에 가서는 녹색으로 바뀐다. 가나안에 들어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 갔던 길은 암갈색에서 
녹색으로의 여정이었다. 우리의 인생이나 신앙 여정도 마찬가
지다. 암갈색에서 녹색을 향해 가는 여정이다. 지금 광야를 지나

161160



고 있는가? 암갈색 밖에 보이지를 않는가? 힘 내자. 언젠가 이 암
갈색 광야가 끝나고 푸르른 가나안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로 
시작하는 시편 121편은 순례자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였다. 여리고는 해발 마이너스 300미터에 자리 잡고 있다. 
반면 예루살렘은 800미터 산꼭대기에 있다.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의 거리는 25마일 정도다.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이 얼마나 가파른지 알 수 있다.

순례자들이 아침 일찍 여리고에 모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
해 길을 떠난다. 앞을 보니 첩첩산중이다. 저 산을 어떻게 다 올
라 간단 말인가? 무사하게 저 산들을 다 넘어가서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
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걱정을 하게 된다.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벗어나자마
자 광야가 펼쳐진다. 광야 한가운데 산꼭대기에 예루살렘이 있
는 것이다. 여리고도 광야에 있다. 유대 광야 한가운데 있다. 예
루살렘에서 여리고에 이르는 지역은 다 광야이다. 쉴만한 나무 
한 그루 없다. 동네 하나 없다. 샘 하나 없다. 완전히 다 광야다. 
그런 광야를 하루 종일 지나가야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 있
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고 가실 때마다 바로 이 험한 길을 지
나서야 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
고 했는데 순례자들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산보다도 황량한 광
야였다. 사실은 “내가 광야를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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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올꼬?” 그러한 탄식이다.
이스라엘(가나안)은 절반 이상이 광야다. 우리가 상상하는 대

로 젖과 꿀만이 흐르는 땅이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척
박한 환경에서 살아야 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생을 산에 올
라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에 비유를 하고 있다.

우리는 풍요의 가나안에서 살고 있지만 광야에서보다 더 피
폐한 삶을 살고 있다. 광야 길보다 더 험한 길을 걸어가고 있다. 
광야에서보다 더 자주 길을 잃어버린다. 광야에서보다 더 많은 
위협에 직면한다. 광야에서 보다 더 지쳐 있다. 광야에서보다 더 
외롭게 살아간다. 우리는 다 광야를 지나는 인생들이다.

젊은이들이 넘어야 할 큰 산이 있다.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다. 
직장에 들어갔다. 목표를 이루었다. 정상을 정복한 것이다. 그
러나 직장 생활하는 것은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 참고 견뎌야 
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했다. 산을 정복한 것이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광야를 지나는 것과 같다. 미국에 어렵게 어
렵게 왔다. 목표를 이룬 것이다. 산을 정복한 것이다. 미국에 오
기만 하면 주말마다 백 야드에서 파티를 할 줄 알았다. 그런데 와
서 보니 가나안이 아니라 광야 아니던가?

20대나 30대에는 인생이 산을 올라가는 것과 같이 보인다. 정
상을 향해 열심히 올라간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달려간
다. 그러나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 인생이 다르게 보이기 시
작한다. 산을 오르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지나는 것임을 절감하
게 된다. 그때는 무엇을 이루기 보다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는 것
이 관건이다.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것이 관건이다. 그때는 
살아남기만 해도 성공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정상을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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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바벨론 포로기에 에스라가 왕의 허락을 받고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갔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
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스 7:9). 그가 온 길—이라크에
서 이스라엘--은 다 사막이다. 사막에는 사방에서 죽음이 도사
리고 있다. 그런 사막을 4달이나 지나 예루살렘까지 무사히 오
게 되었다. 에스라의 고백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의 도우심”
이 아니면 4달 동안 사막에서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도우심”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곳이 광야이다. 질병의 광야, 고독의 광야, 실패의 광야, 외로움
의 광야, 버림받음의 광야, 잊혀짐의 광야, 가난의 광야, 실직의 
광야, 이혼의 광야, 사별의 광야 등등 그 어떤 광야라도 하나님
이 도와주셔야 무사히 통과할 수 있다.

산은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광야
는 결코 내 힘으로 통과할 수 없다. 내 힘으로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눈을 들어 광야를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하신 도움의 손”으로 우리는 암갈색 광야를 무사히 
통과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163162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 Email: wwjd21st@gmail.com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냅시다

한 달에	10권을	후원하면	매월		$ 35	per	month

	 20권		 매월		$ 70	per	month

	 30권		 매월		$ 105	per	month

	 50권		 매월		$ 175 per	month

	 100권		 매월		$ 350	per	month

말씀이신 예수님과 매일 함께 걷는 ‘기쁨의 언덕으로’

나의 일기, 묵상이 아닌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기록할 수 있도록 돕는 ‘기쁨의 언덕으로’

한/영 이중언어로 온 가족이 함께 말씀을 묵상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하루에 한 장 성경읽기, 말씀묵상, 저널링, 온라인 참여가 가능한 ‘기쁨의 언덕으로’

한 권에 $ 3.5

말씀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를 

개척교회에 보낼 수 있도록 후원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모아 말씀이신 예수님과 만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기쁨의 언덕으로’를 보내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는 개척교회는 물론 캠퍼스, 군대, 

교도소로도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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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묵상 길라잡이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 후원

기쁨의 언덕으로 / 느헤미야 운동 

Email	:	kumcdevotion@gmail.com
P	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문의	:	선교총무	류계환	목사
Email	:	wwjd21st@gmail.com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기쁨의 언덕으로’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를 위한 말씀묵상집 입니다.

 이 묵상집은 이민자들의 영성계발에 도움을 주기 위해 

연합감리교회 한인공동체가 시작했고, 

이민교회를 위한 이중언어 말씀묵상 길라잡이로 매달 발행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언덕으로’를 위해 목회자 기획위원, 평신도 편집위원, 

영어번역위원 등이 모두 자원하여 봉사하며, 

많은 시간과 정성을 들여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기쁨의 언덕으로’를 섬기는 집필팀 워크샵, 

평신도 편집위원 수련회, 개체교회를 섬기는 QT 컨퍼런스, 기획위원, 

편집위원, 번역위원들에게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후원하길 원합니다.

매월 $ 10 $ 20 $ 30 $ 50 $ 100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 공동체가 함께 만드는 말씀묵상집 “기쁨의 언덕으로” 사역을 함께 후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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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abama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주님의교회(유혁재,	334-279-1935)
버밍햄한인연합감리교회(지홍일,	205-957-0595)
프렛빌한인교회(홍성국,	334-221-9392)
헌스빌감리교회(256-489-1158)

 •Alaska (알래스카 주)
앵커리지한인연합감리교회(금원재,	907-346-2886)

 •Arizona (애리조나 주)
아리조나연합감리교회(이기용,	480-423-7777)
투산제일연합감리교회(조형,	520-760-9749)

 •Arkansas (아칸소 주)
소망연합감리교회(조선욱,	501-308-4127)
아칸사한인연합감리교회(정형권,	479-263-5434)

 •California (캘리포니아 주)
가나안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현,	831-333-6857)
가든그로브한인연합감리교회(박용삼,	714-534-6378)
나성금란연합감리교회(이석부,	310-973-5106)
나성복음연합감리교회(김호용,	323-641-0691)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조승홍,	213-747-4209)
남가주주님의교회(김낙인,	626-965-9191)
노스리지연합감리교회(최요셉,	818-886-1555)
드림교회(정영희,	626-793-0880)
라구나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림학춘,	949-380-7777)
라팔마한인연합감리교회(김도민,	714-226-0300)
로스앤젤레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창민,	310-645-3699)
로스휄리즈연합감리교회(신병옥,	323-382-0691)
밴나이연합감리교회(안정섭,	818-785-3256)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류재덕,	818-366-0089)
버클리새교회(김종식,	510-526-7346)
베델연합감리교회(한인희,	408-244-8710)
사랑나무교회(이상호,	818-346-1617)
산타마리아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남기성,	805-922-1004)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권혁인,	408-295-4161)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송계영,	415-759-1005)
새열매교회(남기정,	650-773-8589)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현,	858-279-9191)
시온연합감리교회(오경환,	310-834-5504)
어바인드림교회(원홍연,	949-786-8354)
언약교회(이상호,	909-622-8815)
영화연합감리교회(강현철,	213-413-4154)
열린교회(김규현,	510-652-4155)
예수사랑교회(이강원,	408-746-9553)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정현섭,	510-451-9076)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남재헌,	805-485-0100)
유바사랑의교회(이진식,	925	279-1214)
윌셔연합감리교회(구진모,	323-931-9133)
은강연합감리교회(홍종걸,	714-870-9991)
은혜연합감리교회(한진호,	818-241-9352)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함무근,	323-257-7713)
좋은연합감리교회(김두식,	916-987-9191)
주사랑연합감리교회(이정환,	626-575-9191)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김범수,	310-473-1285)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이상영,	805-389-3161)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김용근,	818-541-0306)
태평양연합감리교회(이도원,	323-255-3734)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강현중,	310-378-9213)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김영래,	925-935-0191)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김규현,	559-299-0240)
희망교회(김정민/가한나,	858-354-0009)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병렬)

 •Colorado (콜로라도 주)
그리스도중앙연합감리교회(주활,	303-369-0600)
덴버연합감리교회(이선영,	720-529-5757)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전병욱,	303-753-8823)
푸에블로한인교회(최윤선,	719-544-5739)
한미연합감리교회(한동수,	719-570-0300)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은 모든 한인연합감리교회와 함께 합니다!”

한인연합감리교회	공식	월간	통독성경

미 전역에 한인연합감리교회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지금	교회	리스트를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있으면	kumcdevotion@gmail.com	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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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necticut (코네티컷 주)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최영,	203-387-1579)
스탬포드한인연합감리교회(신승호,	203-353-0488)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김정환,	860-365-0233)
하트포드한인교회(이재삼,	860-953-0141)

 •Delaware (델라웨어 주)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송종남,	302-235-5735)

 •Florida (플로리다 주)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이철구,	954-739-8581)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김호진,	407-801-2731)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유혁재,	850-228-1414)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백승린,	813-907-5815)
포트피어스한인선교감리교회(김선용,	772-353-0931)
헤르난도한인교회(윤대섭,	352-726-7245)

 •Georgia (조지아 주)
노크로스한인교회(박희철,	678-978-2099)
뉴난한인감리교회(남성원,	770-683-9381)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김형렬,	706-407-8296)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박진원,	912-355-8225)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송희섭,	770-495-8020)
아틀란타베다니한인감리교회(남궁전,	678-546-5700)
아틀란타한인교회(김세환,	678-381-1004)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이준협,	770-321-0020)
존스크릭한인연합감리교회(서정일,	770-497-8215)
트리니티	한인교회(김경곤,	678-431-7924)
해밀턴밀한인교회(정찬응,	770-271-4255)
하인스빌한인연합감리교회(김종길,	912-368-4875)

 •Hawaii (하와이 주)
갈보리연합감리교회(남규우,	808-386-9672)
감람연합감리교회(이영성,	808-956-1004)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한의준,	808-536-7244)
베다니연합감리교회(최현규,	808-626-7434)
아름다운교회(오대현,	808-343-6839)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정상용,	808-488-3018)
올리브연합감리교회(김배선,	808-622-1717)

 •Illinois (일리노이 주)
갈릴리연합감리교회(엄모성,	847-998-4610)
글렌브룩한인연합감리교회(고은영,	847-205-9642)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기,	708-799-0001)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박관우,	630-904-9191)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일,	309-768-2663)
비젼교회(우민혁,	847-949-9705)

올랜드팍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이동근,	708-403-2007)
예수사랑감리교회(오치용,	217-419-5132)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김태준,	847-534-2826)
샘물연합감리교회(박미숙,	847-712-0413)
시카고예수사랑감리교회(조선형,	847-372-6057)
시카고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김광태,	847-541-9538)
중앙연합감리교회(홍진호,	847-797-1144)
하이드팍한인교회(이우민,	773-643-2144)

 •Indiana (인디애나 주)
블루밍톤한인교회(안성용,	812-331-2080)
인디아나폴리스제일연합감리교회(이기채,	317-894-4456)
퍼듀제자교회(이종민,	217-417-2288)

 •Iowa (아이오와 주)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이병훈,	515-261-0600)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최군임,	319-337-8397)
에임스사랑의교회(이병훈,	515-233-1063)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조항백,	563-359-4227)

 •Kansas (캔자스 주)
위치타은혜연합감리교회(임일호,	316-239-6883)
졍션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문주현,	785-762-4344)
캔사스한인중앙연합감리교회(김다위,	913-648-4277)
피츠버그사랑연합감리교회(정룡재,	620-231-2540)

 •Kentucky (켄터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상순,	270-439-3297)

 •Louisiana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즈한인연합감리교회(이동섭,	504-455-7883)
리스빌연합감리교회(나길석,	337-537-5977)

 •Maine (메인 주)
무지개연합감리교회(조태섭,	207-774-1617)

 •Maryland (메릴랜드 주)
늘사랑연합감리교회(박종희,	443-763-4566)
베다니한인교회(박대성,	410-979-0691)
성령의불꽃교회(유재유,	703-276-8018)
솔즈베리한인연합감리교회(정남성,	410-860-0090)
에덴연합감리교회(신요섭,	667-206-4162)
워싱톤감리교회(이승우,	301-309-6856)
하늘비전교회(장재웅,	410-200-3859)

 •Massachusetts (매사추세츠 주)
보스톤연합감리교회(안신형,	781-393-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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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보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최진용,	978-470-0621)
비젼교회(이충호,	617-864-1123)
성요한한인연합감리교회(조상연,	781-861-7799)
안디옥한인연합감리교회(강명석,	978-534-3394)
우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태,	508-799-4488)

 •Michigan (미시간 주)
디트로이트제일중앙연합감리교회(김대기,	248-545-5554)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김응용,	248-879-2240)
디트로이트한인연합감리교회-TroyHope(Anna	Moon,	248-879-
2240)
앤아버한인연합감리교회(조현준,	734-662-0660)

 •Minnesota (미네소타 주)
멘케이토한인연합감리교회(유승찬,	507-382-6070)
미네소타한인복음연합감리교회(윤국진,	952-938-2142)
미네소타한인연합감리교회(백성범,	651-633-2434)
은혜한인연합감리교회(박형두,	612-859-5882)

 •Missouri (미주리 주)
세인트루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명균,	314-426-5683)

 •Nevada (네바다 주)
겨자씨한알교회(최영완,	702-595-3678)
라스베가스한인연합감리교회(라은진,	702-434-9915)

 •New Hampshire (뉴햄프셔 주)
그린랜드연합감리교회(한상신,	603-430-2929)

 •New Jersey (뉴저지 주)
가득한교회(이강,	908-464-1807)
갈보리연합감리교회(왕태건,	732-613-4930)
그레이스벧엘교회(장학범,	201-242-8866)
남부뉴저지한인연합감리교회(박태열,	609-965-1222)
뉴져지연합교회(고한승,	201-816-1284~5)
뉴져지영광연합감리교회(임희영,	201-939-9726)
리빙스턴한인연합감리교회(이정애,	973-994-0450)
리지우드연합감리교회-한어회중(안성훈	914-548-1685)
만모스은혜연합감리교회(정호석,	732-542-4321)
모리스타운한인교회(최상훈,	973-252-5252)
베다니한인연합감리교회(이기성,	973-694-3880)
아콜라연합감리교회(안명훈,	201-843-7970)
아펜젤라기념내리연합감리교회(조민호,	973-256-6831)
제자교회(이영기,	201-394-8446)
주님의은혜교회(최준호,	973-563-5365)
체리힐제일교회(김일영,	856-424-9686)
코너스톤교회(정희섭,	201-767-1172)

티넥한인연합감리교회(이재덕)
 •New Mexico (뉴멕시코 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김기천,	505-341-0205)

 •New York (뉴욕 주)
그리스도한인연합감리교회(정창훈,	347-233-1117)
뉴드림교회(김남석,	516-504-5612)
뉴욕감리교회(강원근,	516-681-0164)
뉴욕그레잇넥교회(양민석,	917-326-1723)
뉴욕남산교회(이요섭,	718-680-0328)
뉴욕만백성한인연합감리교회(이종범,	718-701-4953)
뉴욕반석교회(김동규,	516-997-8620)
뉴욕베델교회(진세관)
뉴욕성서교회(김종일,	631-243-5683)
뉴욕주나목교회(문정웅,	718-229-4024)
뉴욕한인교회(이용보,	212-662-1422)
로체스터제일교회(이진국,	585-662-5560)
로체스터한인연합감리교회(김동기,	585-872-0188)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김재현)
모닝사이드연합감리교회(유명철)
메트로폴리탄한인연합감리교회(김진우,	212-758-1040)
미드허드슨한인연합감리교회(김윤태)
버팔로한인연합감리교회(국재현,	716-748-5886)
부르클린한인연합감리교회
스태튼아일랜드한인교회(정광원,	718-984-3333)
시라큐스소망연합감리교회(양현주)
아스토리아한인교회(진성인,	718-626-1278)
우리감리교회(김동현,	347-935-9348)
올바니한인연합감리교회(유화성,	518-387-9078)
웨체스터중앙교회(김철식,	914-948-8835)
퀸즈중앙감리교회(이요섭,	718-359-8388)
후러싱제일교회(김정호,	718-939-8599)

 •North Carolina (노스캐롤라이나 주)
그린스보로한인연합감리교회(서준석,	336-852-8535)
아가페한인연합감리교회(엄성일,	919-469-1514)

 •Ohio (오하이오 주)
맨스휠드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9)
데이튼한인연합교회(유준식,	937-294-2018)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이미란,	614-451-2085)
새생명연합감리교회(전기상,	248-659-7882)
아덴스한인연합감리교회(이근상,	614-764-8960)
영스타운한인연합감리교회(김현석,	330-743-7020)
캔톤한인연합감리교회(유보현,	740-238-1218)
콜럼버스한인연합감리교회(장이준,	614-882-5819)
한마당연합감리교회(440-845-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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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매디슨빌연합감리교회(우용철,	513-271-1434)
 •Oklahoma (오클라호마 주)
새빛연합감리교회(정기영,	580-536-6884)
오클라호마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엄준노,	405-672-5062)
털사한인연합감리교회(손태원,	918-622-0045)
평강한인연합감리교회(김관영,	580-237-6611)

 •Oregon (오리건 주)
오레곤우리연합감리교회(박은수,	503-641-7887)
포틀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오광석,	503-684-7070)

 •Pennsylvania (펜실베이니아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신,	215	-280-5768)
베들레헴한인연합감리교회(김중혁,	610-867-4437)
벤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차명훈,	215-639-3120)
소망한인연합감리교회(717-731-9190)
인디아나한인연합감리교회(이성덕,	724-465-2015)
필라델피아제일연합감리교회(박성순,	215-542-5686)
필라등대교회(조병우,	215-884-5251)

 •Rhode Island (로드아일랜드 주)
시온한인연합감리교회(선우혁,	401-739-8439)

 •South Carolina (사우스캐롤라이나 주)
그린빌연합감리교회(신규석,	864-567-3633)
찰스톤한인연합감리교회(배연택,	843-797-8199)
콜럼비아한인연합감리교회(나웅철,	803-447-6186)

 •Tennessee (테네시 주)
내쉬빌한인교회(강희준,	615-373-0880)

 •Texas (텍사스 주)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김덕건,	214-901-1116)
달라스북부중앙연합감리교회(조낙훈,	469-235-8041)
달라스제일연합감리교회(박광배,	972-231-0057)
달라스중앙연합감리교회(이성철,	972-258-0991)
동산연합감리교회(유화청,	713-722-9553)
동화연합감리교회(박경원)
러벅연합감리교회(김다니엘,	316-218-8498)
버먼트제일연합감리교회(박청수,	409-554-0550)
성루가연합감리교회(한장탁,	254-526-3993)
샌안토니오연합감리교회(배혁,	210-341-8706)
우리만나연합감리교회(오요한,	817-657-4559)
윌리암스메모리얼연합감리교회-한인회중(이병설,	903-794-
2882)
웨슬리연합감리교회(이진희,	972-276-2098)
웨이코한인연합감리교회(주요한,	254-757-2621)

임마누엘한인연합감리교회(권성철,	214-238-2003)
휴스턴제일연합감리교회(정용석,	713-462-0708)
St.	Peter’s	UMC-Katy	한어회중(김데이빗	281-541-6286)	

 •Vermont (버몬트 주)
버먼트한미연합감리교회(배상철,	802-876-7622)

 •Virginia (버지니아 주)
가나연합감리교회(박주섭,	703-339-8899)
버지니아한인연합감리교회(민권홍,	757-484-5988)
새빛교회(김은관,	703-385-3390)
성가연합감리교회(최윤석,	757-877-2270)
알링턴한인교회(류영성,	703-489-4596)
애쉬번한인교회(강현식,	703-336-3679)
엠마오연합감리교회(김철기,	804-272-5831)
와싱톤사귐의교회(김영봉,	703-939-0559)
와싱톤제일교회(정성호,	571-643-0800/0900)
와싱톤한인교회(김한성,	703-448-1131)

 •Washington (워싱턴 주)
시애틀연합감리교회(박세용,	206-406-6499)
좋은씨앗교회(정요셉,	253-363-3169)
타코마제일연합감리교회(박용규,	253-589-0882)

 •Washington D.C (워싱턴 D.C)
알파커뮤니티한인교회(202-680-2394)

 •West Virginia (웨스트버지니아 주)
헌팅톤제일한인연합감리교회(최연,	304-522-0357)

 •Wisconsin (위스콘신 주)
메디슨한인연합감리교회(한명훈,	973-525-9584)
애플톤시온연합감리교회(김찬국,	920-687-9191)
참아름다운연합감리교회(김성근,	414-425-2530)
케노샤한인연합감리교회(곽한두,	262-658-1131)

 •GAUM (괌)
괌한인선교교회(김택수)

 •Russia (러시아)
모스크바연합감리교회(조수진,	011-8-963-617-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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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진도표

2021/04 2021/05 2021/06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H-1 01 베드로전서 1 01 열왕기상 1
02 H-2 02 주일 02 2
03 H-3 03 2-3 03 3
04 부활주일 04 4-5 04 4
05 에스라 1-2 05 베드로후서 1 05 5
06 3-4 06 2 06 주일
07 5-6 07 3 07 6
08 7-8 08 요한1서 1 08 7
09 9 09 주일 09 8
10 10 10 2-3 10 9
11 느헤미야 주일 11 4-5 11 10
12 1 12 요한2서 1 12 11
13 2 13 요한3서 1 13 주일
14 3-4 14 유다서 1 14 12
15 5 15 요한계시록 1 15 13
16 6 16 주일 16 14
17 7 17 2-3 17 15
18 주일 18 4-5 18 16
19 8 19 6-7 19 17
20 9-10 20 8-9 20 주일
21 11 21 10-11 21 18
22 12 22 12-13 22 19
23 에스더 1 23 주일 23 20
24 2 24 14-15 24 21
25 주일 25 16-17 25 22
26 3 26 18 26 열왕기하 1
27 4 27 19 27 주일
28 5-6 28 20 28 2
29 7-8 29 21 29 3
30 9-10 30 주일 30 4

31 22

2021/01 2021/02 2021/03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잠언 1-2 01 이사야 1 01 이사야 40
02 3-4 02 2 02 41
03 주일 03 3-4 03 42
04 5-6 04 5 04 43
05 7-8 05 6 05 44
06 9-10 06 7-8 06 45
07 11-12 07 주일 07 주일
08 13-14 08 9 08 46
09 15-16 09 10 09 47
10 주일 10 11-12 10 48
11 17-18 11 13-14 11 49
12 19-20 12 15-16 12 50
13 21-22 13 17-18 13 51
14 23-24 14 주일 14 주일
15 25-26 15 19-20 15 52
16 27-28 16 21	 16 53
17 주일 17 22	 17 54
18 29-30 18 23	 18 55
19 31 19 24-25 19 56
20 전도서 1-2 20 26-27 20 57
21 3-4 21 주일 21 주일
22 5-6 22 28-29 22 58
23 7-8 23 30-31 23 59
24 주일 24 32-33 24 60
25 9-10 25 34-35 25 61
26 11-12 26 36-27 26 62
27 아가 1-2 27 38-39 27 63
28 3-4 28 주일 28 주일
29 5-6 29 64
30 7-8 30 65
31 주일 31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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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 2021/08 2021/09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열왕기하 5 01 미가 주일 01 디모데전서 1-2
02 6 02 1 02 3-4
03 7 03 2-3 03 5
04 주일 04 4 04 6
05 8 05 5 05 주일
06 9 06 6 06 디모데후서 1
07 10 07 7 07 2
08 11 08 주일 08 3
09 12 09 나훔 1 09 4
10 13 10 2 10 디도서 1-2
11 주일 11 3 11 3
12 14 12 학개 1 12 주일
13 15 13 2 13 빌레몬서 1
14 16 14 스가랴 1-2 14 히브리서 1-2
15 17 15 주일 15 3
16 18 16 3-4 16 4
17 19 17 5-6 17 5
18 주일 18 7 18 6
19 20 19 8 19 주일
20 21 20 9 20 7-8
21 22 21 10 21 9
22 23 22 11 22 10
23 24 23 주일 23 11
24 25 24 12 24 12
25 주일 25 13 25 13
26 하박국 1 26 14 26 주일
27 2 27 말라기 1 27 야고보서 1
28 3 28 2 28 2
29 스바냐 1 29 3 29 3-4
30 2 30 주일 30 5
31 3 31 4

2021/10 2021/11 2021/12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Day Bible Chapter
01 에스겔 1 01 에스겔 33 01 누가복음 3
02 2-3 02 34 02 4:1-13
03 주일 03 35 03 4:14-44
04 4-5 04 36 04 5
05 6-7 05 37 05 주일
06 8 06 38 06 6
07 9-10 07 주일 07 7
08 11 08 39 08 8
09 12 09 40 09 9
10 주일 10 41 10 10
11 13 11 42 11 11
12 14 12 43 12 주일
13 15-16 13 44 13 12
14 17 14 주일 14 13
15 18 15 45 15 14
16 19 16 46 16 15
17 주일 17 47 17 16
18 20 18 아모스 1-2 18 17
19 21 19 3-4 19 주일
20 22 20 5 20 18
21 23 21 주일 21 19
22 24 22 6 22 1:1-38
23 25 23 7 23 1:39-80
24 주일 24 8 24 2:1-21
25 26 25 오바댜 1 25 2:22-52
26 27 26 요나 1 26 주일
27 28 27 2 27 20
28 29 28 주일 28 21
29 30-31 29 3 29 22
30 32 30 4 30 23
31 주일 3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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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ESVⓇ Bible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copyrightⓇ 2001 by Crossway, 
a publishing ministry of Good News Publishers. ESVⓇ Text Edition: 2011. The ESVⓇ text 
has been reproduced in cooperation with and by permission of Good News Publishers. 
Unauthorized reproduction of this publication is prohibited. All rights reserved. 

  The Holy Bible, English Standard VersionⓇ, is adapted from the Revised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 copyright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S.A. All rights reserved

●  Illustrations by Swiss artist and storyteller Annie Vallotton, as taken from the Good News 
Translation@1976,1992 American Bible Society.Used by permission.

●  본서에 사용한 성경전서 개역개정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대한성서공회 소유로서 허락을 받고 사용했
습니다.

● Copyright by HOSANNA & One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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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신 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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