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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문제는 나는 조급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 필립스 브룩스

The trouble is that I am in a hurry, 
but God isn’t. 
- Phillips Br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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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e 2021, 6월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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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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립스 브룩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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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렌스 형제는 1611년 프랑스 동부 로렌(Lorraine) 지방, 에리메닐(Herimenil)이라는 작은 시
골 마을에서 태어났다. 

열여덟 살 되던 겨울 어느 날 앙상한 나뭇가지를 바라보던 그는, 자연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
라운 섭리를 깨닫고는 삶의 방향을 바꾸어 파리에 있는 소수도원, 맨발의 카르멜회(Discalced 
Carmelite Prior in Paris)에 들어갔다. 그러나 충분한 고등 교육을 받지 못했기에 성직자가 아닌 
평신도 형제의 자격으로 1691년 2월 12일,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뜨기까지, 그는 반평생 넘도록 
수도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고 샌들을 수선하는 등 허드렛일을 하며 보냈다. 하지만 일의 크고 작
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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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레질을 하고, 항아리를 닦았던 것이다. 

로렌스의 이런 삶에 감명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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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를 매 순간마다 느끼며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영적 기
쁨이 샘솟기를 바란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

The Practice of the Presence of God 

- 로렌스 형제 -
Brother Law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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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지들  LETTERS

나는 단순하게(simply), 믿음 안에서(in faith), 겸손과 사랑으로(with hu-
mility and with love)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마음을 기
울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은 아예 하지도, 생각하지도 않으려 하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마쳤을 때, 그분이 원하시는 걸 나와 더불어 해주시리라 
희망합니다. 

세 번째 편지  THIRD LETTER

어느 군인 친구를 위해 : 
행군하거나 손에 검을 들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짧게나마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한없는 은총이신(infinitely gracious)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바람(all our wants)을 아시지요. 그분께서는 결국 당신을 구하실 
거라 나는 항상 생각해왔습니다. 그분은 그의 시간에(in His own time) 오실 
것입니다. 당신이 거의 예상하지 못 하는 때 일 수도 있겠지요. 어느 때보다 더욱 
그분께 희망을 거세요(hope in Him). 주께서 당신에게 베푸신 은혜, 특별히 당
신이 고통스럽던 때 꿋꿋함(fortitude)과 인내(patience)로 견디게 하셨음을 
기억해 나와 함께 감사드립시다. 그것은 당신을 돌보고 계신 주님의 분명한 표
시입니다. 스스로를 위로하고 그분과 함께 하며 위안 받으세요. 모든 것에 감사
드리세요. 

나는 00씨의 불굴의 정신(fortitude)과 용기(bravery)에 감탄하고 있습니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기질(good disposition)과 선한 의지(good will)
를 주셨군요. 그러나 여전히 그에겐 약간의 세상적인 것과 젊은 혈기가 존재합
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내신 고통(affliction)이 유익한 치료제(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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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y)로 작용하여 자신을 돌아 보게 되길 희망합니다. 어디서나 그의 길동무가 
되어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도록 해주기에 알맞은 사건이지요.

최대한 자주, 특별히 큰 위험에 처할 때(in the greatest dangers) 그분을 
생각하라고 하세요. 마음을 조금 고양시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행군
(march) 하거나 손에 검을 들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잠시나마 기억하거
나 마음속으로 예배하면 된답니다. 그것은 아무리 짧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쁘
게 받아주시는 기도(prayers)인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그것들은 군인의 용
기(soldier’s courage)를 축소시키는 대신 최고로 강화시키는(fortify) 역할
을 하지요. 

 그리고나서 그에게 최대한 하나님을 생각하라 하십시오. 작지만 거룩한 이 
훈련(holy exercise)에 그가 자신을 점점 길들이게 만드세요. 아무도 이를 알
아차리지 못합니다. 이 작은 내적 예배(internal adorations)를 매일 자주 반
복하는 것보다 쉬운 일은 없을 겁니다. 부디 여기서 권한 방법대로 하나님을 최
대한 생각하도록 그에게 권하세요. 생명의 위험에 매일 노출되는 군인에게 이
는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섬기는 그와 그의 모
든 가족을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또 당신의 벗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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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번째 편지  FORTH LETTER

제 삼 자 형식으로 자신을 써 내려가며 : 
하나님의 임재에 익숙해지도록 항상 노력하세요

우리 단체 중 누군가 하나님의 임재(the presence of GOD)로부터 얻은 썩 
좋은 효험(admirable effects)과 끊임없는 도움(continual assistances)에 
관해 느낀 바(sentiments)를 이참에 당신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이 당신과 
내게 쓸모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가 40년 넘게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항상 하
나님과 함께 하려고 한결같이 노력해왔음을 아셔야 합니다. 그분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은 말하지도, 생각하지도, 그 무엇도 하지 않았지요. 다른 뜻이 있어
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에 한없이 마땅한 분이시니까요. 

그는 지금 하나님의 임재(Divine presence)에 매우 익숙해져 있어서 모든 
일에 끝없는 도움(continual succours)을 받고 있답니다. 약 삼십 년 동안 그
의 영혼은 기쁨(joys)으로 채워졌는데 이것이 너무나 크고 줄기찬 나머지, 가끔
은 지나치지 않도록(moderate) 억지로라도 조절하여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할 
만한 수단을 찾아야 할 정도였습니다. 

때로 그가 하나님의 임재(Divine presence)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면, 이윽고 하나님께서 그를 되돌려(recall) 스스로 그의 영혼 가운데 느껴지도
록 만드셨지요. 그것은 바깥일에 가장 몰두해 있을 때 종종 일어났습니다. 그는 
내면의 이끌림에 아주 충실히(with exact fidelity) 대답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드높이거나(elevation of his heart), 순하고 다정하게 그분을 공경하
기, 또는 이런 경우 사랑이 빚어내기 마련인 말들로서요. 예를 들어 “나의 하나
님, 여기 나를 당신께 바칩니다”라든가 “주님, 당신 마음에 맞게 나를 만들어 주
세요”라는 식이지요.

그러면 사랑의 하나님(GOD of love)이 그 몇 마디 안 되는 말에 흐뭇하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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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휴식을 취하시고는, 그의 영혼 깊은 곳에서 쉬시는 것 같았습니다(사실은 
그가 느끼는 것이지만). 이런 경험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 깊이 또는 가장 밑
바탕에 항상 계시다는 굳은 믿음(assurance)을 안겨 주어서 어떤 경우든 이를 
의심할 수 없게 만들었답니다. 

자기 안에서 엄청난 보물(treasure)을 끝없이 발견하는 동안 그가 느끼는 넉
넉한 기쁨과 흐뭇함을 생각해 보세요. 보물이 그 눈앞에 열린 채로 있는 한 그는 
더 이상 그것을 찾아 헤매지 않습니다. 좋을 대로 가지면 되는 거지요. 

그는 우리 눈이 너무 멀었음을 불평합니다. 그러고는 너무 적은 것에 만족하
는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야 한다며 한탄하지요. 아무리 짧은 시간이더라도 
우리가 약간만 정성을 기울여 헌신(devotion)하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끝없
는 보물을 가질 수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눈이 먼 까닭에 하나님
을 막아버리고, 그분이 주시는 은혜의 물길을 멈추게 하지요. 반면 살아 있는 
믿음(lively faith)이 우리 영혼을 꿰뚫는 것을 발견하실 때, 그분은 은총과 호
의(graces and favours)를 넉넉하게 부어 주십니다. 그것은 평소 흐름(ordi-
nary course)이 막혀 있다가 한 번 물길을 찾은 다음엔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
는 봇물(torrent)처럼 세차게 흐른답니다. 네, 대개 우리는 별 가치를 두지 않는 
까닭에 이 급류를 막아버립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멈추지 마세요. 우리 자신에
게로 들어가 방해하던 둑(bank)을 부숴 버리세요. 함께 은혜(grace)를 위한 
물꼬를 틉시다.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lost time)을 도로 찾아야지요(re-
deem). 우리에겐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일 테니까요. 죽음이 우리 가까이 다가오
고 있으니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언젠가 한 번은 죽는 인생이기에, 실패
(miscarriage)하면 만회할(irretrievable) 길이 없답니다. 

다시 말해봅니다. 우리 자신에게로 들어갑시다. 시간이 내리누르네요. 꾸물
거릴 틈이 없지요. 우리 영혼이 위태로우니까요. 당신도 이 효과적인 방법을 택
했으니 별로 놀라지 않을 거라 나는 믿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필요한 방법
이기에 당신에게 추천하는 거랍니다. 우리는 항상 노력해야만 합니다. 영적인 
삶(spiritual life)에 있어 나아가지(advance) 않는 것은 퇴보와 마찬가지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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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그러나 성령의 강풍(gale of the HOLY SPIRIT)을 지닌 사람들은 자면서
도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라는 배(vessel)가 여전히 바람과 폭풍에 
이리저리 흔들린다면, 그 속에서 쉬고 계시는 주님을 깨웁시다. 그러면 그분께
서 재빨리 바다를 달래실 겁니다. 

이런 좋은 소감들(good sentiments)을 당신과 맘껏 나누어보았으니, 자신
의 것과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불행하게도 신부님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식어
버렸다면(그건 정말로 큰 불행이기에 당치도 않은 일이지만), 다시 불을 붙여 타
오르게 하는(inflame) 역할을 하겠지요. 그런 다음 우리의 처음 열정(first 
fervours)을 되살려봅시다. 세상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아시
고 크게 어루만져 주시는 이 형제의 본보기(example)와 느낌(sentiments)을 
가지고 도움을 얻읍시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계속 기
도해 주세요. 

주님 안에서 당신의 벗 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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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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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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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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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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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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e

06

이달의	주요일정

SUNDAY MONDAY TUESDAY

열왕기상
1Kings 
1장 □

열왕기상
1Kings 
7장 □

열왕기상
1Kings 
6장 □

열왕기상
1Kings 
13장 □

열왕기상
1Kings 
12장 □

열왕기상
1Kings 
19장 □

열왕기상
1Kings 
18장 □

열왕기하
2Kings 
3장 □

열왕기하
2Kings 
2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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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열왕기상
1Kings 
2장 □

열왕기상
1Kings 
3장 □

열왕기상
1Kings 
4장 □

열왕기상
1Kings 
5장 □

열왕기상
1Kings 
8장 □

열왕기상
1Kings 
9장 □

열왕기상
1Kings 
10장 □

열왕기상
1Kings 
11장 □

열왕기상
1Kings 
14장 □

열왕기상
1Kings 
15장 □

열왕기상
1Kings 
16장 □

열왕기상
1Kings 
17장 □

열왕기상
1Kings 
20장 □

열왕기상
1Kings 
21장 □

열왕기상
1Kings 
22장 □

열왕기하
2Kings 
1장 □

열왕기하
2Kings 
4장 □

05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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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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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왕기서의 제목과 저자는? 
사무엘서처럼 열왕기상하는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책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멜레킴(Melakim)-왕들’이었으며 열왕기상 1:1의 베하멜렉(wehamelek) 새로
운 왕에서 취했는데, 70인역본의 전통에 따라 구약성서에서 사무엘, 열왕기, 역대
기는 각각 상/하 두 책으로 나뉘었습니다. 열왕기서의 저자는 예레미야로 받아들
여지는데 유대 전통은 문체의 유사성과 역사적 배경이 된 자료를 함께 활용했을 
것이라 추측합니다. 예레미야는 남북 왕국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신
앙적 배신에 대한 선지자의 관점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기록의 대부분은 주전 
586년 이전이라고 판단하는 이유는 열왕기상 8:8, 12:19에 ‘오늘까지’란 구절 때
문이며, 열왕기하 마지막 두 장은 바벨론 포로 후 추가된 것으로 다른 저자(에스
라)를 추정하기도 합니다.

열왕기서는 어떤 목적으로 기록되었을까요? 
열왕기서는 우상숭배와 부도덕에 대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강조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솔로몬의 연합된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에서 분열된 남북왕국, 그
리고 완전히 멸망한 남북왕국의 부끄러움과 하나님의 심판까지를 이스라엘과 유
다 왕들의 주된 행적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조되는 신앙적 관점은 하
나님의 말씀/율법을 따르면 번영을 가져오지만 신앙적 배교는 패망과 포로의 길
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담긴 메시야적 암시는 ‘인간의 죄와 실패에도 불구
하고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에 신실하시다’(삼하 7장)와 메시야는 유다 지파, 다윗

이야기로 알아보는 성경

열왕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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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손으로 오셔서 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의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열왕기하

・솔로몬과 분열왕국의 시작 
・솔로몬의 영광
・성전 건축과 봉헌
・순종을 인한 축복으로 시작
・솔로몬의 이방아내들과 우상숭배
・통일왕국의 분열
・분열과 쇠락의 기록

・남북왕국의 역사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여호야긴의 부끄러움
・성전이 훼손되고 파괴됨
・불순종의 심판으로 마침
・우상숭배의 결과
・분열된 두 왕국의 패망
・왕국의 쇠락과 멸망의 기록

열왕기상하는 원래 한 책이었므로 한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
엘과 유다의 왕들의 역사를 중요한 사건들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과 반역이 어떻게 왕국의 패망을 가져오는지 보여줍니다. 선별적으로 기록된 남
북왕국의 역사는 통치자의 실패와 백성들이 선지자들의 경고에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라의 영적 분위기가 그 나라의 정치적, 경
제적인 상황과 미래를 결정한다는 열왕기서의 메시지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한 열왕기와 역대기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열왕기 : 신명기적 사관 역대기 : 역대기적 사관

・선지자적 관점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의 역사 기록
・“범죄→징계→회개→구원”의 역사 반복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제사장적 관점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 회개하고 성전에 돌아와 예배를  

회복해야한다
・남 유다 역사만 기록
・역사가 주는 영적교훈-성전과 예배가 중요
・ 예루살렘과 다윗 왕조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참고도서 : 독일성서공회 해설성경 / 대한성서공회, 뉴인터프리터스 스터디 성경 / 
애빙돈, 구약성서개론 / 대한기독교서회, 비전성경사전 / 두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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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June

5 그 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스스로 높여서 이
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오십 명을 준비하니 
6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
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
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7 아도니야가 스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
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8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야
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9 아도니야가 에느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
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
생과 왕의 신하 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10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
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11 나단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에게 말하여 이르
되 학깃의 아들 아도니야가 왕이 되었음을 듣지 못하
였나이까 우리 주 다윗은 알지 못하시나이다 
12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
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13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
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네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
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야
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14 당신이 거기서 왕과 말씀하실 때에 나도 뒤이어 들
어가서 당신의 말씀을 확증하리이다

세상을 주름잡던 다윗이 나이 일흔이 되어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야가 반역을 꾀했지만 약속대로 솔로몬이 다윗
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릅니다.

새274장(통332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스스로를 높인
아도니야
Adonijah Sets 
Himself Up

열왕기상 1:5-14

열왕기상 1 Kings
1장

01
화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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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Adonijah the son of Haggith exalted himself, saying, 
“I will be king.”And he prepared for himself chariots and 
horsemen, and fifty men to run before him. 

6 His father had never at any time displeased him by asking, 
“Why have you done thus and so?” He was also a very hand-
some man, and he was born next after Absalom. 

7 He conferred with Joab the son of Zeruiah and with Abia-
thar the priest. And they followed Adonijah and helped him. 

8 But Zadok the priest and Benaiah the son of Jehoiada and 
Nathan the prophet and Shimei and Rei and David’s mighty 
men were not with Adonijah. 

9 Adonijah sacrificed sheep, oxen, and fattened cattle by the 
Serpent’s Stone, which is beside En-rogel, and he invited all 
his brothers, the king’s sons, and all the royal officials of Ju-
dah, 

10 but he did not invite Nathan the prophet or Benaiah or the 
mighty men or Solomon his brother.

11 Then Nathan said to Bathsheba the mother of Solomon, 
“Have you not heard that Adonijah the son of Haggith has 
become king and David our lord does not know it? 

12 Now therefore come, let me give you advice, that you 
may save your own life and the life of your son Solomon. 

13 Go in at once to King David, and say to him, ‘Did you not, 
my lord the king, swear to your servant, saying, “Solomon 
your son shall reign after me, and he shall sit on my throne”? 
Why then is Adonijah king?’ 

14 Then while you are still speaking with the king, I also will 
come in after you and confirm your words.” 

The ruler of the world, King David became frail as he reached 
the age of seventy. Though the fourth son of David, Adon-
ijah attempted a coup d’etat to self-promote himself to the 
throne, as promised, Solomon succeeded David as the offi-
cial heir and was anointed as king. 

아도니야가 반란을 계획한 이유
는 무엇이었을까요? (5절)
What was the reason for 
Adonijah’s coup d’etat at-
tempt? (1:5) 

다윗은 아도니야를 어떻게 양육
한 것처럼 보이나요? (6절)
How does it appear that Da-
vid raised Adonijah? (1:6)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1 Kings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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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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에’(5절)라고 표현된 정황은 이렇습니다. 한때 세상을 주름잡던 
다윗의 기력이 쇠하여진 때였고,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큰형 암
논을 죽여 아버지를 반역하여 가정은 풍비박산되었던 때였습니다. 그
러자 넷째 아들 아도니야가 ‘이때다’ 싶어 ‘스스로 높여 왕이 되리라’(5
절)하고 반역을 꾀합니다. 한때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도니야 편에서 반란을 주도했고, 제사장 아비아달이 종
교적인 명분을 실어주며 따르고 도왔습니다. 아도니야는 이제 많은 사
람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이고 자신이 왕이 되었음을 선포만 하면 왕이 
될 줄 알았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도니야는 ‘그때’가 
바로 ‘자신의 때’가 될 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자신이 원
하는 뜻을 세울 ‘찬스’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묻고 살
펴야 할 때였습니다. 상황이 나에게 유리한 것처럼 돌아가는 것 같다고 
하여 ‘나의 때’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스스로 높이는 사람은 보통 
조그마한 자신의 세상에 살면서 그 세상이 전부라고 착각합니다. 그 
세상 밖 우주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때를 보지 못합니다. 어떤 
인생의 때를 만났든지 스스로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을 높이면, 때에 
맞게 사는 복이 있을 것입니다.

Verse 5 begins with “Now”. This was the situation at the time. 
Once the mighty ruler of the world, David became very frail, 
and his family became dysfunctional. David’s third son Absa-
lom killed the eldest son Amnon in a failed coup d’etat. Then 
the fourth son Adonijah promoted himself and said, “I will be 
king” as he felt “the time was ripe” for him. That was treason. 
Joab who was once the powerful commander of David’s army 
supported Adonijah’s treasonous acts and Abiathar the priest 
followed and helped by providing religious rationale supporting 
treason. Adonijah believed that he would become king by de-
claring himself king and hosting a big party for a large number 
of people, but that did not happen. Adonijah miscalculated 
“now” as “his time.” But “now” was not “his chance” to fulfill 
his wish. Instead, it was time to determine what God’s will 
was. We should not misinterpret circumstances that appear to 
be in my favor as “my time.” People who are self-centered 
live in a narrowly defined world of their own and do not know 
the vast world outside of their narrow view. They do not see 
the will or timing of God who rules the universe beyond this 
world. Whenever we avoid self-centeredness and exalt God, 
God will bless us appropriately for every circumstance. 

때에 맞게 삽시다 
Perceive your own time and live accordingly

로스휄리즈연합감리교회, 신병옥(CA)
밴나이스연합감리교회, 안정섭(C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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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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e

1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매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2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
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3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
든지 형통할지라 
4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네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
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5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
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
마사에게 행한 일을 네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
여 태평 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6 네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
려가지 못하게 하라 
7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래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
풀어 그들이 네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네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
이 내게 나왔느니라 
8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너와 함
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에 악독한 말
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
서 나를 영접하므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
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9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
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은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솔로몬에게 유언적인 부탁을 합니
다. 다윗은 솔로몬이 대장부가 되어 그 시대의 죄에 대해서 징벌
하고 공의를 세우라고 합니다.

새204장(통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힘써 대장부가 
되라
Be a man 

열왕기상 2:1-9

열왕기상 1 Kings
2장

02
수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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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n David’s time to die drew near, he commanded Solo-
mon his son, saying, 
2 “I am about to go the way of all the earth. Be strong, and 
show yourself a man, 
3 and keep the charge of the LORD your God, walking in his 
ways and keeping his statutes, his commandments, his rules, 
and his testimonies, as it is written in the Law of Moses, that 
you may prosper in all that you do and wherever you turn, 
4 that the LORD may establish his word that he spoke con-
cerning me, saying, ‘If your sons pay close attention to their 
way, to walk before me in faithfulness with all their heart 
and with all their soul, you shall not lack a man on the throne 
of Israel.’ 
5 “Moreover, you also know what Joab the son of Zerui-
ah did to me, how he dealt with the two commanders of the 
armies of Israel, Abner the son of Ner, and Amasa the son of 
Jether, whom he killed, avenging in time of peace for blood 
that had been shed in war, and putting the blood of war on 
the belt around his waist and on the sandals on his feet. 
6 Act therefore according to your wisdom, but do not let his 
gray head go down to Sheol in peace. 
7 But deal loyally with the sons of Barzillai the Gileadite, 
and let them be among those who eat at your table, for with 
such loyalty they met me when I fled from Absalom your 
brother. 
8 And there is also with you Shimei the son of Gera, the Ben-
jaminite from Bahurim, who cursed me with a grievous 
curse on the day when I went to Mahanaim. But when he 
came down to meet me at the Jordan, I swore to him by the 
LORD, saying, ‘I will not put you to death with the sword.’ 
9 Now therefore do not hold him guiltless, for you are a wise 
man. You will know what you ought to do to him, and you 
shall bring his gray head down with blood to Sheol.”

1 Kings 2:1-9

On his deathbed, David delivered his will to Solomon. David 
asked Solomon to be strong, to be a man and ruler of justice, 
and to punish the sins of the time. 하나님 앞에서 대장부처럼 행할 

일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3-4절)
How did David say we should 
act in front of God? (2:3-4) 

사람들 앞에서 대장부처럼 행할 
일은 무엇이라고 했나요? 
(5-9절)
How did David say we should 
act in front of people? (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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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윗은 자신의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에게 당부하면서 ‘힘써 대장
부가 돼라’(2절)고 합니다. 왕이 되어 수행해야 할 일들은 무거운 과업
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는 것”(3절)은 
대장부처럼 단단히 마음을 먹어야 하는 일입니다. 대장부처럼 과감하
게 결단하고 흔들리지 않고 붙들어야 할 가장 중대한 과업이기 때문입
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존폐 여부는 솔로몬이 얼마나 대장부처럼 하나
님의 말씀을 굳게 붙드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요 15장). 가지가 
할 일은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일입니다. 그러
면 포도나무는 가지를 통해 물과 영양분을 공급해 가며 합당하고 필요
한 열매를 맺습니다. 가지인 우리가 대장부처럼 붙들어야 할 분은 예수
님이시고, 대장부처럼 듣고 순종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만
일, 가지가 스스로 열매 맺는 일에 대해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가지
의 시선이 흐려져 엉뚱한 곳을 향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인간적인 무
리수를 두게 되고, 조바심, 교만과 거만함이라는 독을 마시게 됩니다. 
우리 삶의 존폐 여부는 대장부처럼 단호하게 ‘말씀’이신 예수님께 붙어 
사는가에 달렸습니다. 

As Solomon was ready to succeed David as king, David im-
plored Solomon to “show himself a man.” (2:2) Because the 
task of a king was a heavy burden, “To observe what the 
LORD your God requires: Walk in his ways” (2:3) required 
strong resolve as a man. The most important responsibility of 
a king was that he needed to be decisive, be unswerving, and 
have a firm grip. The future existence of Israel as a nation 
hung on how strong Solomon adhered to the Word of God. 
Jesus said in John 15, “I am the vine and you are the branch-
es.” The branches need to faithfully and vigorously cling to the 
vine to survive. Then the vine can supply water and nutrition 
to the branches and produce fruit. We, the branches need to 
be strong and cling to Jesus and to heed to and obey the 
Word of God like an adult. If branches become greedy and 
look astray to producing fruit, the branches will lose focus and 
become wayward. Then branches would be led into making 
false moves, and drinking the poison known as nervousness, 
arrogance, and pretentiousness. Our existential question is 
whether we can live like decisive adults clinging to Jesus the 
vine who is the “Word”. 

대장부처럼 단호하게! 
Resolutely like a boss!

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류재덕(CA)
버클리새교회, 김종식(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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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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26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June

1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
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
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2 그 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
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3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4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
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5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
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6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
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7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8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
성이라 수효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
오니 
9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
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10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은 당시 고대 근동의 초강대국인 애굽과의 결혼 동맹을 맺
습니다. 이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솔로몬의 기도, 그리고 그 
지혜가 여실히 나타난 재판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새364장(통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네게
무엇을 줄꼬
What can I give you? 

열왕기상 3:1-10

열왕기상 1 Kings
3장

03
목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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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2928



Reading insight  

1 Solomon made a marriage alliance with Pharaoh king of 
Egypt. He took Pharaoh’s daughter and brought her into the 
city of David until he had finished building his own house 
and the house of the LORD and the wall around Jerusalem. 

2 The people were sacrificing at the high places, howev-
er, because no house had yet been built for the name of the 
LORD. 

3 Solomon loved the LORD, walking in the statutes of Da-
vid his father, only he sacrificed and made offerings at the 
high places. 

4 And the king went to Gibeon to sacrifice there, for that was 
the great high place. Solomon used to offer a thousand burnt 
offerings on that altar. 

5 At Gibeon the LORD appeared to Solomon in a dream by 
night, and God said, “Ask what I shall give you.” 

6 And Solomon said, “You have shown great and steadfast 
love to your servant David my father, because he walked be-
fore you in faithfulness, in righteousness, and in uprightness 
of heart toward you. And you have kept for him this great 
and steadfast love and have given him a son to sit on his 
throne this day. 

7 And now, O LORD my God, you have made your servant 
king in place of David my father, although I am but a little 
child. I do not know how to go out or come in. 

8 And your servant is in the midst of your people whom you 
have chosen, a great people, too many to be numbered or 
counted for multitude. 

9 Give your servant therefore an understanding mind to gov-
ern your people, that I may discern between good and evil, 
for who is able to govern this your great people?” 

10 It pleased the Lord that Solomon had asked this.

1 Kings 3:1-10

Solomon, through his marriage, made an alliance with Egypt 
which was then a mighty powerful nation in the ancient mid-
dle East. This chapter continues with the prayers of Solomon 
to God seeking wisdom, and the story of a trial that revealed 
the true value of Solomon’s wisdom. 

백성들과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
사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1-2절)
Why did Solomon and the 
people offer sacrifices at the 
high places? (3:1-2) 

솔로몬이 구한 것은 무엇이고, 무
엇을 위해 구했나요? (9절)
What did Solomon seek and 
why did he seek it? (3:9)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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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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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말은 없
습니다. 다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10절)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이 구한 이유와 태
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의 
기도에는 겸손이 베어 있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춰 부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
하고’(7절)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종’일뿐이며, 더군다나 하나님의 도
움이 없이는 무엇 하나 스스로 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라고 고백합니
다. 그래서 솔로몬은 ‘듣는 마음’(9절)을 구했습니다. 마치 부모님의 말
씀을 듣고 순종하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여 마음
에 들려주시는 대로 재판하고 분별하며 살아가길 원한다는 고백이었
습니다. 솔로몬의 그 태도와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로몬이 다른 것이 아닌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솔로몬처럼 왕도 아
니고, 직업도 판사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잘 듣고 들은 대로 순종하며 
살기 원한다는 그 기도를 주님께서는 오늘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According to the Bible, there is no specific mention of “wisdom” 
in Solomon’s imploration to God. But “the LORD was pleased” 
with what Solomon had asked for. (3:10) It is actually more accu-
rate to say that God was pleased with the attitude and motive of 
Solomon’s imploration. First of all, humility was imbued in Solo-
mon’s prayers. Having just become king, he humbled himself to 
the lowest point in front of God. He said, “I am only a little child 
and do not know how to carry out my duties.” (3:7) He called 
himself only “a servant” and he was a just a “little child” who 
could not do anything by himself without the help of God. There-
fore, Solomon sought a “discerning heart.” (3:9) As a child obeys 
a parent’s word, Solomon confessed that he wanted to live dis-
cerning and judging what God would deliver to his heart and 
God’s discernment of what was right and wrong. God was 
pleased with Solomon’s attitude and prayer. 
It was not the wisdom that Solomon sought from God that 
pleased God. What pleased God was that Solomon sought a dis-
cerning heart to listen to God with humility as a servant. Though 
we may not be kings like Solomon or serve as judges, we all need 
“discerning hearts” to listen to the Word of God with humility. Our 
LORD would be pleased today with our prayers of wanting to lis-
ten to the Word of God and to live obeying His Word. 

듣는 마음을 주세요 
Give me a heart to hear

베델연합감리교회, 한인희(CA)
산타마리아 베델한인연합감리교회, 남기성(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3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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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e

4장에는 솔로몬이 거느린 신하들과 부귀와 영화의 규모에 대해 
기록하고, 또한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어떻게 부어주셨는가에 대
한 구체적인 기록이 이어집니다.

20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의 모래 같이 많
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21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
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므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
공을 바쳐 섬겼더라 

22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삼십 
고르요 굵은 밀가루가 육십 고르요

23 살진 소가 열 마리요 초장의 소가 스무 마리요 양
이 백 마리이며 그 외에 수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24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리므로 그가 사
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25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
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26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사만이요 마병이 만 
이천 명이며

27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
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28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새302장(통408장)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다 은혜는
아닙니다
Not everything 
is grace

열왕기상 1 Kings
4장

열왕기상 4:20-28

04
금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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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3332



Reading insight  

20 Judah and Israel were as many as the sand by the sea. 
They ate and drank and were happy. 

21 Solomon ruled over all the kingdoms from the Euphrates 
to the land of the Philistines and to the border of Egypt. They 
brought tribute and served Solomon all the days of his life. 

22 Solomon’s provision for one day was thirty cors of fine 
flour and sixty cors of meal, 

23 ten fat oxen, and twenty pasture-fed cattle, a hundred 
sheep, besides deer, gazelles, roebucks, and fattened fowl. 

24 For he had dominion over all the region west of the Eu-
phrates from Tiphsah to Gaza, over all the kings west of the 
Euphrates. And he had peace on all sides around him. 

25 And Judah and Israel lived in safety, from Dan even to 
Beersheba, every man under his vine and under his fig tree, 
all the days of Solomon. 

26 Solomon also had 40,000 stalls of horses for his chariots, 
and 12,000 horsemen. 

27 And those officers supplied provisions for King Solo-
mon, and for all who came to King Solomon’s table, each 
one in his month. They let nothing be lacking. 

28 Barley also and straw for the horses and swift steeds they 
brought to the place where it was required, each according to 
his duty. 

1 Kings 4:20-28

Chapter 4 of 1 Kings is a record of Solomon’s chief officials 
and the magnitude of his wealth and glory and continues to 
record in detail how wisdom and intelligence were poured on 
Solomon.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마치 
무엇과 같이 많다고 했나요? 
(20절)
What did God say the people 
of Judah and Israel were like? 
(4:20) 

솔로몬의 하루치 식량은 얼마나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22-23절)
What was the recorded 
amount of daily food con-
sumption of Solomon’s 
household? (4:22-23)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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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이 큰 은혜를 받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받아 누린 부귀, 영화의 규모
가 엄청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합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은혜 중에
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일들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
장 큰 영토를 차지한 왕이었고, 40년 동안 다스리며 단 한차례의 전쟁도 하
지 않았으니(24절) 그 외교술도 탁월했습니다. 그러나 그 외교술에는 이방 
나라 왕실과의 정략결혼이 많았고, 그로 인해 정부인이 700명이나 되었습
니다. 나라의 평화를 가져온 방법이 하나님께서 금지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은 것이었고, 결국 나중에는 그 공주들이 들여온 우상들이 온 나라에 만연
하게 되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마구간을 4만 채나 지었고, 마병은 1만2000
명을 두었습니다(26절).
언뜻 보기에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수완 좋은 왕처럼 보이나, 실은 이스라
엘 왕으로써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병
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
게 하지 말 것이니…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신명기 17:16, 17). 
오늘 우리가 ‘은혜’라 여기는 것들 중에도 마냥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칭찬하는 것일지라도 주님 뜻에 맞는 것인
지 경계하고 살펴야 합니다. 

It is apparent that Solomon was blessed with an abundance of 
grace. The magnitude of wealth and glory poured upon Solomon 
was enormous. But not all of it was proper. Out of all the grace, 
some call for critical scrutiny and attention. In the history of Israel, 
Solomon was the ruler over the largest territory of land. His diplo-
matic skill must have been superb because Israel enjoyed peace 
without war during his reign of 40 years. (4:24) But his diplomacy 
included many strategic political marriages with royal families of 
gentile nations and produced 700 official wives. The marriage to 
gentile wives was prohibited by God but was carried out in the 
name of peace for Israel. In the end, the idols brought by the brides 
polluted the whole nation. Solomon built 4,000 stalls for chariot 
horses and had 12,000 horses. (4:26) 
At a quick glance, Solomon might have appeared to be a capable 
king in control of mighty military power but he was doing things 
that were inappropriate for a king. “The king, moreover, must not 
acquire a great number of horses for himself or make the people 
return to Egypt to get more of them, ….. He must not take many 
wives, or his heart will be led astray. He must not accumulate large 
amounts of silver and gold.” (Deuteronomy 17:16-17) Even today 
so-called “grace” may not be “all good.” Even for grace coveted 
and praised by people, we must scrutinize and check if it complies 
with the will of God. 

은혜가 맞는지 살펴야 합니다 
Must discern whether it is God’s grace

산타클라라연합감리교회, 권혁인(CA)
상항한국인연합감리교회, 송계영(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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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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34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토 SatJune

1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
이 되었다 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
랑하였음이라
2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3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
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4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
시매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5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네 자리에 오르게 할 네 아들 그가 내 이름
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
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6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
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 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삯
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
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7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
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8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
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재목과 잣나무 재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
로 할지라 
12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
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18 솔로몬의 건축자와 히람의 건축자와 그발 사람이 
그 돌을 다듬고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재목과 돌
들을 갖추니라

5장에는 솔로몬이 성전 건축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두로의 왕 히
람과 맺은 계약과 거래 내역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새310장(통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 건축을 위한 
콜라보
Collaboration 
for construction 
of the temple 

열왕기상 1 Kings
5장

05
열왕기상 5:1-8,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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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Hiram king of Tyre sent his servants to Solomon 
when he heard that they had anointed him king in place of 
his father, for Hiram always loved David. 

2 And Solomon sent word to Hiram, 

3 “You know that David my father could not build a house 
for the name of the LORD his God because of the warfare 
with which his enemies surrounded him, until the LORD put 
them under the soles of his feet. 

4 But now the LORD my God has given me rest on every 
side. There is neither adversary nor misfortune. 

5 And so I intend to build a house for the name of the LORD 
my God, as the LORD said to David my father, ‘Your son, 
whom I will set on your throne in your place, shall build the 
house for my name.’ 

6 Now therefore command that cedars of Lebanon be cut for 
me. And my servants will join your servants, and I will pay 
you for your servants such wages as you set, for you know 
that there is no one among us who knows how to cut timber 
like the Sidonians.” 

7 As soon as Hiram heard the words of Solomon, he rejoiced 
greatly and said, “Blessed be the LORD this day, who has 
given to David a wise son to be over this great people.” 

8 And Hiram sent to Solomon, saying, “I have heard the 
message that you have sent to me. I am ready to do all you 
desire in the matter of cedar and cypress timber. 

12 And the LORD gave Solomon wisdom, as he promised 
him. And there was peace between Hiram and Solomon, and 
the two of them made a treaty. 

18 So Solomon’s builders and Hiram’s builders and the men 
of Gebal did the cutting and prepared the timber and the 
stone to build the house.

1 Kings 5:1-8, 12, 18

Chapter 5 of 1 Kings records the contents of the contract 
and deals between Solomon and Hiram the King of Tyre in 
preparation for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솔로몬은 두로 왕 히람에게 성전 

건축을 위해 무엇을 요청했나요? 
(6절)
What did Solomon request of 
Hiram the King of Tyre for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5:6)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어떤 
사람들이 힘을 모아 협력을 했나
요? (18절)
What kinds of people coop-
erated on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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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은 할 수 있는 한 최고급 건축재로 아름다운 성전을 짓기로 마
음먹었습니다. 그리고 두로(페니키아)의 왕 히람에게 도움을 청하여, 
레바논의 백향목과 시돈의 벌목하는 사람들을 요청했습니다. 또 당시
에 두로에는 벌목 기술자, 금속 주물공, 염색공, 직조공들이 많았습니
다. 두로의 왕 히람은 놋쇠 대장장이를 보내어 성전의 놋기둥을 비롯하
여 놋기구들을 만들게도 했습니다(왕상 7:13-17). 이렇게 하나님은 솔
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비록 이방인이긴 했으나, 두로 왕 히람과 친목
하여 약조를 맺게 하십니다(12절).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필요한 다양한 건축자들을 모아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18절).
오늘날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때
로 ‘히람’같은 사람(존재)의 도움을 받게도 하십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
신 하나님께서 여러 ‘히람’을 보내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원하실 때
에 우리도 솔로몬처럼 알아보고 동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Solomon made up his mind to build a beautiful temple using 
the best construction materials available. He requested help 
from Hiram the King of Tyre (Phoenicia), and asked Hiram to 
recruit timber workers of Sidon for the cedars of Lebanon. At 
that time, there were many lumberjacks, blacksmiths, dyers, 
and skilled weavers in Tyre. Hiram the King of Tyre also sent 
many brass blacksmiths to manufacture brass columns for the 
temple and many other brass tools. (1 Kings 7:13-17) God 
gave wisdom to Solomon so that even though Hiram the King 
of Tyre was a gentile, Solomon maintained good rapport with 
him and a good faith contract was sustained during the con-
struction. Solomon was also able to gather many more con-
struction specialists necessary to build the Temple of God. 
(5:18)
Even today for various holy ministries of God, He allows help 
from people like “Hiram”. When many “Hirams” are sent to us, 
we must remember that in all things God works for the good 
of those who love Him because God is the owner of the uni-
verse. We should recognize such “Hirams” as Solomon did 
and work together with them. 

히람의 손도 필요합니다 
They needed even the helping hand of Hiram 

샌디에고한인연합감리교회, 이성현(CA)
시온연합감리교회, 오경환(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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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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38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06

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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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0



주일칼럼

성경에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는 목회서신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디모
데전서는 바울이 당시 에베소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디모데를 일부 교인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그의 지도력을 의심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디모데에게 어떤 도전
과 위협에도 굴하지 말고,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보
낸 서신입니다. 

그러므로 이 서신은 비단 목회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
로든 하나님의 일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의 원리와 실천
에 관한 좋은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사실 교회 일을 기쁘게 하다가도, 힘들고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좋은 교우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위로를 받은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신
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위로를 하고, 위로를 받는 것이 얼마나 신앙생활에 귀한 일인지
를 우리는 압니다. 

교인들을 심방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디모데
전·후서를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우리와 함께하시며, 우리를 인
도해 주신, 주님의 ‘셀 수 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해보는 유익한 시
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신서를 기록한 바울도 과거에는 핍박자였고, 죄인 중에서도 괴수였지만, 복음
전도자로써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필 왜 납니까?’라는 생각에, 평
생 그의 입에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납니까?
구진모 목사 (윌셔UMC, CA)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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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살아온 것, 그리고 이만큼이라도 주님을 위해 충성하
고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고백이 될 때, 기쁨으로 신
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해서, 지금까지 
살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위험천만한 교만한 생각입니다.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에 열심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
니다. 가장 낙심되게 만드는 이유를 보면, 자신은 이렇게 열심을 내는데, 왜 아무개는 
여기에 동참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앞장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느냐? 아무리 중보기도할 것을 외치고, 새벽기도를 외치지만, 왜 참
석하지 못할까? 가장 가까이서 협력해야 할 사람들이 왜 이다지도 협력을 하지 못할
까? 나 혼자만 열을 올리고 나 혼자만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대부분 낙심하고 시험이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에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그
러나 우리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시험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셨으며, 나 같은 용서 받지 못할 괴수를 위해 피를 흘려 주셨
으며, 더군다나 귀한 직분까지 허락하셨습니까?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가끔 내가 목사 된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눈
이 멀으셔도 한참 멀으셨지 어떻게 나 같은 것을 구원하여 주셨습니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왜 나의 상황은 늘 이렇게 힘이 듭니까? 왜 늘 나만 손해를 봐야 합니까? 왜 
이런 악한 사람을 택하셨습니까?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나를 택하여 이
런 귀한 직분을 맡기셨습니까? 왜 나보다 잘나고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어떻
게 하시려고 나 같은 자를 택해 주셨습니까? 하필 왜 납니까?라는 생각을 할 때, 아무
리 생각해 봐도 기가 막힌 일이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깨닫
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알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입니
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승산이 없고, 도저히 소망이 없는 나를 택하셨습니까? 하필 
왜 납니까?라는 고백으로, 날마다 벅찬 감격과 감사로 신앙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4342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June

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사백팔십 년
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사 년 시브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
를 시작하였더라 
2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
가 육십 규빗이요 너비가 이십 규빗이요 높이가 삼십 
규빗이며
3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이
십 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십 규빗이며 
4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5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
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
들을 만들었으니 
6 하층 다락의 너비는 다섯 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
비는 여섯 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일곱 규
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7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
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8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9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서까래
와 널판으로 덮었고 
10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다섯 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세부 내용에 대한 기록. 성전 건물의 기
본 뼈대에 대한 묘사와 더불어 내부의 세부 장식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288장(통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다
They began 
building the Temple

열왕기상 6:1-10

열왕기상 1 Kings
6장

07
월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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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4544



Reading insight  

1 In the four hundred and eightieth year after the people of 
Israel came out of the land of Egypt, in the fourth year of 
Solomon’s reign over Israel, in the month of Ziv, which is 
the second month, he began to build the house of the LORD. 

2 The house that King Solomon built for the LORD was six-
ty cubits long, twenty cubits wide, and thirty cubits high. 

3 The vestibule in front of the nave of the house was twen-
ty cubits long, equal to the width of the house, and ten cubits 
deep in front of the house. 

4 And he made for the house windows with recessed frames. 

5 He also built a structure against the wall of the house, run-
ning around the walls of the house, both the nave and the in-
ner sanctuary. And he made side chambers all around. 

6 The lowest story was five cubits broad, the middle one was 
six cubits broad, and the third was seven cubits broad. For 
around the outside of the house he made offsets on the wall 
in order that the supporting beams should not be inserted in-
to the walls of the house. 

7 When the house was built, it was with stone prepared at the 
quarry, so that neither hammer nor axe nor any tool of iron 
was heard in the house while it was being built. 

8 The entrance for the lowest story was on the south side of 
the house, and one went up by stairs to the middle story, and 
from the middle story to the third. 

9 So he built the house and finished it, and he made the ceil-
ing of the house of beams and planks of cedar. 

10  He built the structure against the whole house, five cubits 
high, and it was joined to the house with timbers of cedar. 

1 Kings 6:1-10

This chapter records details of the temple architecture, de-
scription of the frames of the temple architecture, and details 
of the contents of the interior.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시기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함께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1절)
What was the reason for 
mentioning the timing of the 
beginning of construction of 
the temple and the Exodus 
side by side? (6:1)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성전 속에
서의 광경, 분위기는 어떤 느낌이
었을까요? (7절)
What kind of feelings and 
mood do you think was pres-
ent inside of the temple 
during the construction? (6:7)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4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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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성전 건축 사역의 시작 날짜를 솔로몬의 통치와 관련해서뿐만 
아니라 출애굽 후 경과한 시간과 관련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1절). 
그것은 성전 건축이 이스라엘 민족의 탄생만큼이나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성전 건축에 사용된 돌은 모
두 채석장에서 완전히 준비되었으므로, 막상 성전을 지을 때에는 망치
나 정 등 쇠로 만든 어떠한 연장 소리도 성전에서는 들리지 않았습니
다. 돌을 뜨는 곳에서 자르고 다듬고 새겨서 성전에서는 조립만 했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신 12:5)이므로 경건해야 
합니다. 감히 왕 앞에서 큰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성전에는 들리지 말
아야 할 소리가 있고 들려야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싸우는 
소리, 욕심내는 소리, 자기 자랑하는 소리는 들리지 않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소리, 용서하는 소리, 말씀을 읽고 찬양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는 들리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고
전 3:16)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무슨 소리를 내며 지어
져 가고 있나요?

The Bible records the date of the beginning of the temple’s 
construction and references it with the reign of Solomon as 
well as the time lapsed since Exodus. (6:1) This implies that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was as important as the birth 
of Israel. All the stones used for the construction were so 
thoroughly prepared and dressed at the quarry that there was 
no noise of hammers or brass or iron tools coming from the 
construction site. The quality stones were cut and dressed so 
accurately at the quarry that at the construction site the stones 
were just assembled and laid on top of another. “The temple 
is the place the LORD your God will choose to put his name 
there for his dwelling.” (Deuteronomy 12:5) Therefore, we 
need to keep the place holy. No one should dare to speak 
aloud in front of the king. There are voices that should not be 
heard and other voices that should be heard at the temple. 
The voices of bickering, of greed, and of self-boasting should 
not be heard at the temple. But the voices of love, of forgive-
ness, of praising and reading the Word, and of rejoicing should 
be heard. Apostle Paul said that our hearts are God’s temple, 
“Don’t you know that you yourselves are God’s temple and 
that God’s spirit lives in you?” (1 Corinthians 3:16) Today, what 
kind of voices are our hearts producing while our hearts are 
fading away? 

성전의 소리들 
The sounds of the temple

어바인드림교회, 원홍연(CA)
언약교회, 이상호(CA)
목회자를 위한 기도

4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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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46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June

1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십삼 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2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백 규
빗이요 너비가 오십 규빗이요 높이가 삼십 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네 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3 기둥 위에 있는 들보 사십오 개를 백향목으로 덮었
는데 들보는 한 줄에 열 다섯이요 
4 또 창틀이 세 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
로 마주 대하였고 
5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
는데 창과 창이 세 층으로 서로 마주 대하였으며 
6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오십 규빗
이요 너비가 삼십 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7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
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8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
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 든 바
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9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
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
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10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십 규빗 되는 돌과 여덟 
규빗 되는 돌이라 
11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
목도 있으며 
12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세 켜와 백향목 두꺼
운 판자 한 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
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7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마친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건축한 이
야기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성전의 여러 비품들을 만들어 구비하
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새370장(통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자기 왕궁을
건축하다
Solomon built
his own palace

열왕기상 7:1-12

열왕기상 1 Kings
7장

08
화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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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4948



Reading insight  

1 Solomon was building his own house thirteen years, and 
he finished his entire house. 
2 He built the House of the Forest of Lebanon. Its length was 
a hundred cubits and its breadth fifty cubits and its height 
thirty cubits, and it was built on four rows of cedar pillars, 
with cedar beams on the pillars. 
3 And it was covered with cedar above the chambers that 
were on the forty-five pillars, fifteen in each row. 
4 There were window frames in three rows, and window op-
posite window in three tiers. 
5 All the doorways and windows had square frames, and 
window was opposite window in three tiers. 
6 And he made the Hall of Pillars; its length was fifty cubits, 
and its breadth thirty cubits. There was a porch in front with 
pillars, and a canopy in front of them. 
7 And he made the Hall of the Throne where he was to pro-
nounce judgment, even the Hall of Judgment. It was finished 
with cedar from floor to rafters. 
8 His own house where he was to dwell, in the other court 
back of the hall, was of like workmanship. Solomon also 
made a house like this hall for Pharaoh’s daughter whom he 
had taken in marriage. 
9 All these were made of costly stones, cut according to 
measure, sawed with saws, back and front, even from the 
foundation to the coping, and from the outside to the great 
court. 
10  The foundation was of costly stones, huge stones, stones 
of eight and ten cubits. 
11 And above were costly stones, cut according to measure-
ment, and cedar. 
12 The great court had three courses of cut stone all around, 
and a course of cedar beams; so had the inner court of the 
house of the LORD and the vestibule of the house.

1 Kings 7:1-12

Chapter 7 continues with the story of Solomon building his 
own palace as soon as construction of the temple is finished. 
Also recorded are how the contents and various accessories 
of the temple were produced and installed.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완공하
는데 걸린 기간은 얼마인가요? 
(1절)
How long did it take Solomon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7:1)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을 지을 때
에 어떠한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 
까요?
What kind of mental conflict 
might Solomon have experi-
enced when he built his pal-
ace?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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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전이 7년 만에 건축되었다는 기록(6:38) 직후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
을 건축하는 데 13년이 걸렸다는 기록(1절)이 뒤따라 나옵니다. 물론, 소요
된 시간만 보고 단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성전은 솔로몬 마음대
로 크기나 양식을 결정하여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설계와 식
양대로’(6:38) 지은 것이었고, 또 왕궁은 그 필요한 기능에 따라 여러 개
(6:2-8)의 건물이 이어져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규모 면에서도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시간
보다 자신의 집을 건축하는데 두 배나 되는 시간을 할애했다는 사실을 바로 
이어서 기록함으로 비교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얼마만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얼만큼은 나의 몫이어도 되는가?’에 대한 현실적 질문을 합니다. 본질적으
로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을 자녀들에게 
주셔서 일용할 만큼 사용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 잘 사용하
는 ‘선한 청지기’가 될 것을 명하셨습니다. 솔로몬의 마음에도 이런저런 갈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 먼저 지었잖아! 왕궁은 많은 사람이 사
용하는 것이니 다르지!” 그러나 그럼에도 마음에는 무언가 죄송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최선,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마
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있는 ‘알고도 하는 고민’입니다. 

Immediately after the Bible notes that it took Solomon 7 years to com-
plete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1 Kings 6:38), it also mentions 
that it took Solomon 13 years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of his pal-
ace. (7:1) Of course, it may not be fair to compare the construction 
time of the temple with that of the palace. Solomon could not arbitrarily 
decide the size and shape of the temple but he had to follow the spec-
ifications given by the LORD (1 Kings 6:38), and the palace needed 
many structures to be built congruent to each other so the overall sizes 
may have been different. Nonetheless, the Bible recorded that the 
construction of his personal palace took twice as long as that of the 
temple of God and immediately followed completion of the temple. 
This is an obvious comparison. During our faith journey, we often en-
counter realistic questions of “how much do we offer to God” and “how 
much should I allow for my portion?” Basically, all things belong to God 
because He is the owner of the universe. At the same time, God al-
lows His children to own worldly materials to be used and enjoyed for 
our daily life but commanded His people to be “good stewards” and 
use the materials for the will of God and for the kingdom of God. We 
can imagine that all kinds of thoughts must have passed through Solo-
mon’s mind. “I built the temple of God first! The palace is different be-
cause so many people use it!” But a part of him must have felt regret 
and discomfort. It is an “agony of knowing” that only some people feel, 
those who wish and desire to give only the best to God. 

알고도 하는 고민 
The inevitable conflict of mind

열린교회, 김규현(CA)
영화연합감리교회, 강현철(C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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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50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June

26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
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
옵소서 
27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
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28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
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
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29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
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
오며 주의 종이 이 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
옵소서 
30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31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
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서 맹세하거든 
32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
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
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33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34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
오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은 후 성전 지성소에 언약궤를 옮깁니다. 그리
고 그곳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히 임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백성들이 성전에서 드리는 기도들을 들어달라고 기도합니다. 성
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구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비오니
Praying
 in the direction 
of the temple 

새361장(통480장)
기도하는 이 시간

열왕기상 8:26-34

열왕기상 1 Kings
8장

09
수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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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5352



Reading insight  

26 Now therefore, O God of Israel, let your word be con-
firmed, which you have spoken to your servant David my fa-
ther. 

27 “But will God indeed dwell on the earth? Behold, heaven 
and the highest heaven cannot contain you; how much less 
this house that I have built! 

28 Yet have regard to the prayer of your servant and to his 
plea, O LORD my God, listening to the cry and to the prayer 
that your servant prays before you this day, 

29 that your eyes may be open night and day toward this 
house, the place of which you have said, ‘My name shall be 
there,’ that you may listen to the prayer that your servant of-
fers toward this place. 

30 And listen to the plea of your servant and of your people 
Israel, when they pray toward this place. And listen in heav-
en your dwelling place, and when you hear, forgive. 

31 “If a man sins against his neighbor and is made to take an 
oath and comes and swears his oath before your altar in this 
house, 

32 then hear in heaven and act and judge your servants, con-
demning the guilty by bringing his conduct on his own head, 
and vindicating the righteous by rewarding him according to 
his righteousness. 

33 “When your people Israel are defeated before the enemy 
because they have sinned against you, and if they turn again 
to you and acknowledge your name and pray and plead with 
you in this house, 

34 then hear in heaven and forgive the sin of your people Is-
rael and bring them again to the land that you gave to their 
fathers.

1 Kings 8:26-34

After completion of the temple, Solomon moved the Ark of 
the Covenant to the inner sanctuary of the temple where 
people knew was filled with the glory of God. Solomon 
prayed to God to hear the prayers of the people at the tem-
ple. He sought to make the temple a house of prayer for all 
people. 

하나님께서 성전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무엇인가요? 
(29절)
What did God promise to 
keep at the temple? (8:29)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을 향하
여’ 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오나요? 
(27-34절)
How many times do these 
expressions, “at the temple” 
and “in the direction of the 
temple” appear? (8:27-34)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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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세기 전, 동녘에 살던 남자가 있었다.
이제 나는 그를 생각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다.
양을 보아도 참새를 보아도

나리꽃을 보아도 보리밭을 보아도
까마귀를 보아도 저녁노을을 보아도

포도밭을 보아도 산을 보아도
늘 그가 생각난다.” 

- ’하나님의 수수께끼가 사람의 해답보다 더 만족스럽다’
 [G.K. 체스터턴] 중에서...

“Several centuries ago, there was a man who lived in the East
Now without thinking of him

I cannot see anything
When I see even the lambs or sparrows

Lilies or barley fields 
Ravens or twilight 

Grape vines or mountains
I always think of Him.”

Excerpt from the writings of G.K. Chesterton, 
“The riddles of God are more satisfying than the solutions of man.” 

늘 그가 생각이 난다 
I always think of him

예수사랑교회, 이강원(CA)
오클랜드한인연합감리교회, 정현섭(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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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4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June

1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
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2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
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 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4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마음을 온전
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네게 명령
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5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네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
로 네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6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
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
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7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
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8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
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9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
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기므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약속을 주시되 무조건적인 축복
의 약속이 아니라, 순종과 불순종에 따른 축복과 저주의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과 두로의 히람왕 과의 거래 및 솔로몬의 
남은 업적이 기록됩니다.

새435장(통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My heart will 
always be there

열왕기상 9:1-9

열왕기상 1 Kings
9장

10
목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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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5756



Reading insight  

1 As soon as Solomon had finished building the house of the 
LORD and the king’s house and all that Solomon desired to 
build, 
2 the LORD appeared to Solomon a second time, as he had 
appeared to him at Gibeon. 
3 And the LORD said to him, “I have heard your prayer and 
your plea, which you have made before me. I have conse-
crated this house that you have built, by putting my name 
there forever. My eyes and my heart will be there for all 
time. 
4 And as for you, if you will walk before me, as David your 
father walked, with integrity of heart and uprightness, doing 
according to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keeping 
my statutes and my rules, 
5 then I will establish your royal throne over Israel forever, 
as I promised David your father, saying, ‘You shall not lack a 
man on the throne of Israel.’ 
6 But if you turn aside from following me, you or your chil-
dren, and do not keep my commandments and my statutes 
that I have set before you, but go and serve other gods and 
worship them, 
7 then I will cut off Israel from the land that I have given 
them, and the house that I have consecrated for my name I 
will cast out of my sight, and Israel will become a proverb 
and a byword among all peoples. 
8 And this house will become a heap of ruins. Everyone 
passing by it will be astonished and will hiss, and they will 
say, ‘Why has the LORD done thus to this land and to this 
house?’ 
9 Then they will say, ‘Because they abandoned the LORD 
their God who brought their fathers out of the land of Egypt 
and laid hold on other gods and worshiped them and served 
them. Therefore the LORD has brought all this disaster on 
them.’”

1 Kings 9:1-9

God appeared to Solomon and gave him not an unconditional 
promise but a conditional promise of blessing and curse ac-
cording to obedience and disobedience. The agreement be-
tween Solomon and Hiram of Tyre as well as the remaining 
achievements of Solomon are also recorded in this chapter.

성전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솔
로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3절)
What did God promise Solo-
mon regarding the temple? 
(9:3)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저주는 
무엇에 달린 일이라고 하시나요? 
(4-9절)
What did God say his bless-
ings and curses depend 
upon? (9:4-9)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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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학교 2학년일 때 진로를 두고 기도하다가, 평생 교회에 살고 싶고, 
평생 성전에 머물고 싶어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갔습니다. 당시 
시골 교회 예배당 옆 사택에 살고 있는 목사님 자녀들이 부러움의 대상
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도 원했던 목사가 되었고 벌써 십수 년 차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정작 교회 성전(예배당)에 살지
도 않고 성전(예배당) 안에 종일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대신 교회다
운 교회를 세우고, 성전 다운 성전이 되라는 부르심을 듣고 있습니다. 
어디서 무얼 하든 종일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제 마음을 내어 놓을 
수 있느냐는 음성을 듣습니다. 20여 년 전, 어린 생각에 잘 모르고 품
은 바램이고 기도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은 지금도 그 바램을 더 풍성하
게 그리고 그 기도를 더 진실하게 이루고 계십니다. 이젠 삶으로 다시 
고백하고 기도해야 할 순간입니다. “주님, 성령님 거하시는 성전이 되
고 싶습니다. 삶으로 그 성전을 거룩하게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When I was a junior in high school, I prayed for my future. I 
prayed that I could live and stay in church all my life so I de-
cided to go to seminary school to become a pastor. At that 
time in the Korean countryside, the children of the pastor living 
in the parsonage beside the church were the object of my 
envy. Now I have become clergy that was such a covetous 
goal of mine and I am already well into more than ten years of 
ministry. But now I do not live in the temple (sanctuary) nor 
stay in the temple (sanctuary) all day. But I hear the voice to 
build a church worthy of God’s calling and to become a temple 
(sanctuary) worthy of God’s glory. 
I also hear the voice that asks me if I could always direct my 
heart to the temple (sanctuary) where our LORD lives no mat-
ter what I do or where I am. Twenty years ago, when I was 
young and ignorant, these things were the objects of my envy 
and prayers but even now our LORD is making the things I 
desired more abundant and my prayers more truthful. Now is 
the time for me to confess again and pray with my existential 
life. “LORD, we wish to be a temple where Your Holy Spirit 
lives. We wish to build the Holy Temple with our existential 
life.” 

오늘도 성전을 짓습니다 
We are building a temple even today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헌(CA)
우드랜드힐스한인연합감리교회, 황승일(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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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58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June

21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
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
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22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
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삼 년에 한 번씩 금과 은
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23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
다 큰지라

24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
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25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 그릇과 
금 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
다 그리하였더라 

26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천사백 대
요 마병이 만이천 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27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 같이 흔하게 하고 백
향목을 평지의 뽕나무 같이 많게 하였더라 

28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
들이 값주고 산 것이며 

29 애굽에서 들여온 병거는 한 대에 은 육백 세겔이
요 말은 한 필에 백오십 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 사람
의 모든 왕과 아람 왕들에게 그것들을 되팔기도 하
였더라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에 대한 소문을 듣고 찾아와 솔로몬이 받은 
복과 지혜에 감탄합니다. 이어서 솔로몬이 소유한 재산과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는지에 대한 세세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새310장(통4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도록
주셨으니
His giving overflows 

열왕기상 10:21-29

열왕기상 1 Kings
10장

11
금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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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6160



Reading insight  

21 All King Solomon’s drinking vessels were of gold, and 
all the vessels of the House of the Forest of Lebanon were of 
pure gold. None were of silver; silver was not considered as 
anything in the days of Solomon. 

22 For the king had a fleet of ships of Tarshish at sea with the 
fleet of Hiram. Once every three years the fleet of ships of 
Tarshish used to come bringing gold, silver, ivory, apes, and 
peacocks. 

23 Thus King Solomon excelled all the kings of the earth in 
riches and in wisdom. 

24 And the whole earth sought the presence of Solomon to 
hear his wisdom, which God had put into his mind. 

25 Every one of them brought his present, articles of silver 
and gold, garments, myrrh, spices, horses, and mules, so 
much year by year. 

26 And Solomon gathered together chariots and horsemen. 
He had 1,400 chariots and 12,000 horsemen, whom he sta-
tioned in the chariot cities and with the king in Jerusalem. 

27 And the king made silver as common in Jerusalem as 
stone, and he made cedar as plentiful as the sycamore of the 
Shephelah. 

28 And Solomon’s import of horses was from Egypt and 
Kue, and the king’s traders received them from Kue at a 
price. 

29 A chariot could be imported from Egypt for 600 shekels 
of silver and a horse for 150, and so through the king’s trad-
ers they were exported to all the kings of the Hittites and the 
kings of Syria.

1 Kings 10:21-29

The Queen of Sheba was overwhelmed with the blessings 
and wisdom of Solomon when she visited him after hearing 
about his fame. This chapter records in detail how enormous 
the magnitude of the blessings and wisdom of Solomon 
were. 

솔로몬이 가진 재산과 지혜에 대
한 소문이 어느 정도였나요? 
(23-25절)
How enormous was the fame 
of the possessions and wis-
dom of Solomon? (10:23-25) 

솔로몬이 군수물자 (병거와 마
병)를 어디서 어떻게 모아 운영했
나요? (26-29절)
How and where did Solomon 
accumulate military arsenals 
(chariots and horses) and op-
erate? (10:26-29)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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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 왕은 재산도 지혜도 이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많고 뛰어났습니
다. 그래서 당시 세계의 사람들은 솔로몬을 직접 만나 하나님께서 그
의 마음에 넣어 주신 지혜의 말을 들으려고 성화였습니다. 그들은 은그
릇, 금그릇, 옷, 갑옷, 향료, 말과 노새를 예물로 가지고 왔고, 방문객들
은 해마다 그치지 않았습니다(25절).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 자신의 그 재산과 지혜를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재산으
로는 병거와 마병을 많이 모았습니다(26절). 그리고 그 병거부대에 필
요한 말을 애굽에서 들여왔습니다(28절).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금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신 17:16)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재물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과 담을 쌓는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지혜는 넘쳤으나, 하나님을 아는 진짜 지
혜는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잠 
9:10)이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세상 지혜와 재물이 넉넉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놓치면 미련한 삶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물로 인해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담을 쌓고 있
는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King Solomon surpassed all other kings in the world in his ma-
terial possessions as well as wisdom. That was why so many 
people in the world were eager to meet him in person and 
hear the words of wisdom that God had poured into his mind. 
Endless visitors came to Solomon every year and brought sil-
verware, goldware, cloth, armor, spices, horses, and donkeys 
as tributes. (10:25) But King Solomon began to depend on his 
possessions and wisdom rather than God. His possessions 
included many chariots and horses. (10:26) He brought horses 
from Egypt for the chariot army. (10:28) But that was prohibit-
ed by God to the kings of Israel, “The king must not acquire 
great numbers of horses for himself or make the people return 
to Egypt to get more of them.“ (Deuteronomy 17:16) 
Solomon used the possessions and wisdom that God gave 
him to build a wall against God. The wisdom of the world was 
overflowing but the wisdom to know God was lacking.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Proverbs 9:10) 
No matter how plentiful the worldly possessions and wisdom 
we may have, if we misplace fear of the LORD, our lives are 
foolish. We need to look at ourselves and check if the pos-
sessions and wisdom that God provides are being used to 
keep us nearer to God or to build walls keeping God out. 

은혜를 은혜 되게 
Preserving grace as grace

윌셔연합감리교회, 구진모(CA)
유바 사랑의 교회, 강혜성(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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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62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토 SatJune

1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
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
이라

2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
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
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
더라 

3 왕은 후궁이 칠백 명이요 첩이 삼백 명이라 그의 여
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4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
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
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
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5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
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6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
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 같이 따르지 아
니하고

7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
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8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
더라 

열왕기상 11:1-8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이방의 신들에게로 향합니다. 하
나님께서는 곧 에돔을 일으켜 그를 대적하게 하셨고,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도 왕을 대적합니다.

새426장(통215장)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복음성가
세상의 유혹 시험이

무너지는 솔로몬
The Fall of Solomon

열왕기상 1 Kings
11장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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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6564



Reading insight  

1 Now King Solomon loved many foreign women, along 
with the daughter of Pharaoh: Moabite, Ammonite, 
Edomite, Sidonian, and Hittite women, 

2 from the nations concerning which the LORD had said to 
the people of Israel, “You shall not enter into marriage with 
them, neither shall they with you, for surely they will turn 
away your heart after their gods.” Solomon clung to these in 
love. 

3 He had 700 wives, princesses, and 300 concubines. And 
his wives turned away his heart. 

4 For when Solomon was old his wives turned away his 
heart after other gods, and his heart was not wholly true to 
the LORD his God, as was the heart of David his father. 

5 For Solomon went after Ashtoreth the goddess of the Sido-
nians, and after Milcom the abomination of the Ammonites. 

6 So Solomon did wha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did not wholly follow the LORD, as David his father 
had done. 

7 Then Solomon built a high place for Chemosh the abomi-
nation of Moab, and for Molech the abomination of the Am-
monites, on the mountain east of Jerusalem. 

8 And so he did for all his foreign wives, who made offerings 
and sacrificed to their gods.

1 Kings 11:1-8

Solomon turns his heart away from the Lord to other foreign 
gods. God then raises up an adversary from Edom and Je-
roboam, son of Nebat, also rebels against Solomon. 솔로몬이 취한 이방 여인들의 출

신은 어디였나요? (1절)
From where are the foreign 
women that Solomon loved? 
(11:1)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이방 신들
을 따른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4절)
What caused Solomon’s heart 
to turn after foreign gods? 
(11:4)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6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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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그 첫 단추는 애굽 바로의 딸을 아내로 삼은 것이었고, 첫 단추를 끼웠
으니 그 다음부터는 이방 여인들을 줄줄이 꿰어 맞아들였습니다. 모
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 등 한 마디로, 고민도 절제도 없이 원하
는 대로 다 취한 것입니다. 그 결과 정식으로 결혼한 여인만 칠백 명, 
첩이 삼백 명이었습니다. 이 숫자는 솔로몬이 여인을 취함에 있어 얼마
나 무절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쩌면, 자신은 그렇게 이방 여인을 취
해도 신앙만은 지킬 수 있으니 문제없다고 자만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러나 그 교만과 무절제의 악한 열매가 맺히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
니다.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대로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
게”(3절) 했습니다. 그 여인들을 통해 솔로몬은 직접 우상숭배를 했고
(5절),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 바로 앞산에 우상숭배를 위한 산당을 지
었고(7절), 그 다음엔 그 자신도 함께 분향을 합니다(8절). 
작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경홀히 여기고 교만과 
무절제로 받아들이니 그 다음엔 도미노처럼 일사천리로 그의 믿음을 
잃었고, 산당에서 우상에게 분향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
다. 하나님의 명령 하나를 가볍게 생각한 때부터 하나님을 향한 그 마
음이 떠난 것이었습니다. 말씀 하나를 소중히 받아 순종하는 일이 삶 
전체를 지키는 일과 같습니다. 

Solomon was different from his father David when it came to de-
votion to God. His first mistake was marrying Pharaoh’s daughter. 
After marrying a foreign woman, it became much easier for him to 
marry other foreign women from Moab, Ammon, Edom, Sidon and 
Hittite. As a result, he had seven hundred wives and three hun-
dred concubines. This shows how Solomon lacked self-control 
when it comes to women in his life. Perhaps, Solomon believed 
that all these women would not influence his faith in God and that 
he will keep his faith without a problem. But it didn’t take long for 
him to stray away from his faith and let his pride and lack of 
self-control corrupt his life. Exactly as God warned him, “his wives 
led him astray (11:3).” He followed foreign gods (11:5), built a high 
place for foreign gods on a hill east of Jerusalem (11:7), and even 
burned incense and offered sacrifices to the foreign gods (11:8).
When he ignored what he may have thought to be an insignificant 
command from God and acted with arrogance, he fell from his 
place of faith like falling dominoes and eventually found himself 
burning incense and offering sacrifices to foreign gods. It all start-
ed from ignoring one single command from God. Do not take 
keeping and obeying a single Word of God lightly as it may be the 
best thing you can do to protect your life. 

하나를 전부처럼 지켜야 합니다 
One must defend one as if it is everything

은강연합감리교회, 홍종걸(CA)
은혜연합감리교회, 한진호(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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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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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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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른 중 후반에 회심을 하여 30년 이상, 오로지 복음 전파에 사명을 다한 바울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고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믿음의 유언을 남깁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딤후 4:6). 전제는 
희생제사의 마지막 단계로,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에 포도주나 독주를 붓는 행위입니
다. 바울은 자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여겼습니다. 자신의 삶이 하나
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졌고, 이제 그 제사의 마지막 단계인 전제마저 부어
졌음을 고백합니다.

떠날 시각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떠난다는 것은 군대가 막사를 거두고 진을 철
수한다는 뜻입니다. 또 배가 출항할 때 닻을 거둔다는 뜻입니다. 막사를 거두고 닻 줄
을 올려야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나야 새로운 진영을 찾아 주둔할 수 있
고, 새로운 항해를 할 수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여정의 출발로 믿고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미지의 세계
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지나온 인생에 대한 허무함이나 후회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설렘이 느껴집니다.

우리의 달려갈 길
김정민 목사(희망 UMC, CA)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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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은 자신의 생애를 “선한 싸움”으로 표현했습니다(딤후 4:7). 바울의 생애를 볼 
때 이 말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그의 믿음을 져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분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한 싸움을 하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딤후 4:7). 
마라톤으로 치면 완주를 했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겠지
요. 하지만 끝까지 자신과의 싸움에서,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선한 
싸움으로 끝까지 완주했습니다.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
루었다” 하신 것과 같은 고백입니다. 어떤 변명이나 거리낌 없이 당당하고 확신에 찬 
고백입니다. 부디 우리도, 이렇게까지 완벽하진 못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믿음을 완수했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에서 달려갈 “길”을 찾았습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길이었
습니다. 가야 할 길이 어딘 지도 모르고 그저 먹고 자고 이생의 자랑과 정욕에 취하여 
살다가 죽는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우리의 달려갈 길은 무엇이며 어디입니까? 그 길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달려
가야 할 꿈이 없으면 평생 남의 꿈만 이루어 주게 됩니다. 오늘 기도하시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길, 나에게 주신 꿈,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마라톤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라톤은 자기 페이스가 중요
합니다. 남들이 앞지른다고 같이 서두르다간 후반 페이스를 잃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
한 것은 완주입니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조바심을 버리고 자기 페이스를 찾아야 
합니다. 주변의 상황에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몇 등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완주가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
나님의 꿈과 사명을 붙들고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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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June

25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
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느엘을 건축하고 

26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
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7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
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28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
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
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
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29 하나는 벧엘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30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31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
으로 제사장을 삼고

32 여덟째 달 곧 그 달 열다섯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벧엘
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
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의 제사장을 벧엘에서 세
웠더라 

33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여덟째 달 열다섯
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벧엘
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솔로몬의 우상숭배 그리고 르호보암의 교만으로 인해 이스라엘
은 둘로 나뉘어집니다. 남쪽에는 유다지파 사람들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세우고, 남은 지파들은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 북쪽 왕
국을 세웁니다. 여로보암은 왕권을 튼튼히 하기 위해 금송아지를 
만들어 숭배하게 합니다.

새286장(통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짝퉁 하나님을
만들다
Making a Copy 
of God

열왕기상 12:25-33

열왕기상 1 Kings
12장

14
월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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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Then Jeroboam built Shechem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lived there. And he went out from there and 
built Penuel. 

26 And Jeroboam said in his heart, “Now the kingdom will 
turn back to the house of David. 

27 If this people go up to offer sacrifices in the temple of the 
LORD at Jerusalem, then the heart of this people will turn 
again to their lord, to Rehoboam king of Judah, and they will 
kill me and return to Rehoboam king of Judah.” 

28 So the king took counsel and made two calves of gold. 
And he said to the people, “You have gone up to Jerusalem 
long enough. Behold your gods, O Israel, who brought you 
up out of the land of Egypt.” 

29 And he set one in Bethel, and the other he put in Dan. 

30 Then this thing became a sin, for the people went as far as 
Dan to be before one. 

31 He also made temples on high places and appointed 
priests from among all the people, who were not of the Lev-
ites. 

32 And Jeroboam appointed a feast on the fifteenth day of the 
eighth month like the feast that was in Judah, and he offered 
sacrifices on the altar. So he did in Bethel, sacrificing to the 
calves that he made. And he placed in Bethel the priests of 
the high places that he had made. 

33 He went up to the altar that he had made in Bethel on the 
fifteenth day in the eighth month, in the month that he had 
devised from his own heart. And he instituted a feast for the 
people of Israel and went up to the altar to make offerings.

Due to Solomon’s worship of foreign gods and arrogance of 
Rehoboam, the nation of Israel is divided. To the south, the 
people of Judah served Rehoboam as king and the remain-
ing tribes made Jeroboam the king of the northern kingdom. 
In order to reinforce his sovereignty, Jeroboam makes gold-
en calves for people to worship.

1 Kings 12:25-33

여로보암은 자기 왕권을 세우기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만들었나
요? (28-31절)
What did Jeroboam make in 
order to secure and reinforce 
his sovereignty? (12:28-31)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분향하
는 절기는 누가 어떻게 정했나
요? (33절)
Who instituted the festival for 
the Israelites to make offer-
ings?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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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세겜 성을 도성으로 삼고, 얼마 동안 거
기에서 살다가, 부느엘 성을 세우고 그리로 도성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로
보암의 마음에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 가문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
가게 되는 날이면, 자기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 돌아갈지도 모른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
종하면 그 나라를 강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고 인간적인 궁리를 하고는 계
획을 세웁니다(28절). 
바로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우긴 것입니다. 짝퉁 하나님
을 만들어 벧엘에 하나, 단에 하나를 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산당에 가서 
분향하고 제사를 하게 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엉터리였습니다. 레위인이 아
닌 보통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31절), 유다의 절기와 비슷한 날
을 절기로 마음대로 정하기도 했습니다(32절).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경외하
는 길이 아닌 하나님을 이용하는 악한 길을 택했습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내
가 필요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려 할 수도 있습니
다. 비슷한 것 같아 보여도 억지스러운 가짜일 수 있습니다. 궁리하지 말고 
신뢰해야 합니다. 

Jeroboam fortified Shechem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lived 
there. After a while, he built up Peniel and moved there. But then 
Jeroboam became concerned that the kingdom will revert back to 
the house of David. He feared that, if people go to offer sacrifices 
at the temple in Jerusalem end up giving their allegiance to Re-
hoboam king of Judah, they will kill him and return to King Re-
hoboam. Before, God promised Jeroboam that, if he walks in obe-
dience to Him, God will build him an enduring nation. But rather 
than trusting the word that God gave him through a prophet (Ahi-
jah), Jeroboam devises a plan for himself (12:28). 
He made two golden calves to represent God. In other words, he 
made two copies of God, placed one at Bethel and another at Dan, 
and made people to go and worship these golden calves. Every-
thing was a total mess. Jeroboam appointed people who are not 
Levites to serve as priests (12:31) and instituted a festival like the 
festival held in Judah (12:32). By doing so, Jeroboam chose the 
path of using God for his own good rather than the path of honoring 
God. Like Jeroboam, we, too, can worship and serve God, expect-
ing God to meet our needs. Our worship and service may look 
good on the surface but they may be calculated activities aimed at 
our own benefits rather than truly honoring God. We must not de-
vise our own plans but trust God whole-heartedly. 

궁리하지 말고 신뢰해야 합니다 
Trust rather than Devise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신상만(CA)
좋은연합감리교회, 김두식(CA)
목회자를 위한 기도

7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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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74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June

1 보라 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벧엘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
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2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
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
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
들을 낳으리니 그가 네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
을 네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네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3 그 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4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벧엘에 있는 제단
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
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
시 거두지 못하며
 5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
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6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
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
과 같이 되니라 
7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
서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8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
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 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
지 아니하리니
9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
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
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10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벧엘에 오던 길로 되
돌아가지도 아니하니라 

북이스라엘의 가장 남쪽 벧엘과 가장 북쪽인 단에 산당을 만들어 
금송아지에게 제사하고 분향하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규
탄하시고 경고하시는 내용이 기록됩니다.

새400장(통463장)
험한 시험 물 속에서

재가
쏟아지리라
The Ashes will be 
Poured Out

열왕기상 13:1-10

열왕기상 1 Kings
13장

15
화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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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7776



Reading insight  

1 And behold, a man of God came out of Judah by the word 
of the LORD to Bethel. Jeroboam was standing by the altar 
to make offerings. 
2 And the man cried against the altar by the word of the 
LORD and said, “O altar, altar, thus says the LORD: ‘Be-
hold, a son shall be born to the house of David, Josiah by 
name, and he shall sacrifice on you the priests of the high 
places who make offerings on you, and human bones shall 
be burned on you.’” 
3 And he gave a sign the same day, saying, “This is the sign 
that the LORD has spoken: ‘Behold, the altar shall be torn 
down, and the ashes that are on it shall be poured out.’” 
4 And when the king heard the saying of the man of God, 
which he cried against the altar at Bethel, Jeroboam 
stretched out his hand from the altar, saying, “Seize him.” 
And his hand, which he stretched out against him, dried up, 
so that he could not draw it back to himself. 
5 The altar also was torn down, and the ashes poured out 
from the altar, according to the sign that the man of God had 
given by the word of the LORD. 
6 And the king said to the man of God, “Entreat now the fa-
vor of the LORD your God, and pray for me, that my hand 
may be restored to me.” And the man of God entreated the 
LORD, and the king’s hand was restored to him and became 
as it was before. 
7 And the king said to the man of God, “Come home with 
me, and refresh yourself, and I will give you a reward.” 
8 And the man of God said to the king, “If you give me half 
your house, I will not go in with you. And I will not eat bread 
or drink water in this place, 
9 for so was it commanded me by the word of the LORD, 
saying, ‘You shall neither eat bread nor drink water nor re-
turn by the way that you came.’” 
10 So he went another way and did not return by the way that 
he came to Bethel.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온 선지
자를 향해 여로보암은 어떻게 반
응했나요? (4절)
How did Jeroboam respond 
to the prophet who came to 
deliver the word of the Lord 
to him? (13:4)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징조를 목
격한 후에 어떻게 반응했나요? 
(6-7절)
How did Jeroboam respond 
after witnessing the sign 
from the Lord? (13:6-7)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God sends a prophet to Jeroboam with words of judgment 
for making altars and worshipping golden calves in Bethel, 
the southernmost part of Israel, and in Dan, the northern-
most part of Israel.

1 Kings 1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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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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로보암은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제사장도 아닌데도 제단 곁에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1
절). 당시에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신 곳’에서 예배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
어 여로보암의 죄를 꾸짖으며 장차 있을 일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다
윗의 가문에서 요시야라는 왕이 나올텐데, 그가 분향하는 산당의 제
사장들을 죽여서 제단 위에 제물로 바칠 것이라고 합니다. 또 그가 제
단의 위에서 그 제사장들의 뼈를 태울 것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으로 그로부터 300년 후에 나타납니다. 그는 
우상 숭배에 찌든 남유다를 정화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9, 20절에 제사장을 제단 위에서 죽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회개의 메시지를 주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경고
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를 향해 제단으로부터 손을 펴서 ‘그를 
잡으라’고 했고, 그 즉시로 그 폈던 손이 말라서 다시 접지 못하게 되었
다고 했습니다. ‘그를 잡으라’고 명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교만하여 높아진 자신의 마음을 잡아야 했습니다.

Jeroboam made an idol in the shape of a calf and called it 
God. And although he was not a priest himself, he was stand-
ing by the altar to make an offering (13:1). In those days, God 
was to be worshipped in the Jerusalem temple. It was where 
“God’s name dwelled.” So God sends a prophet to rebuke Je-
roboam and gives him a sign of things to come. The prophet 
says, “A son named Josiah will be born to the house of David. 
On you he will sacrifice the priests of the high places who 
make offerings here, and human bones will be burned on 
you.” This sign is fulfilled 300 years later when Josiah be-
comes the 16th king of Judah. He was a king who turned Ju-
dah away from idol worship to serving the Lord. In 2 Kings 
23:19-20, Josiah slaughters all the priests of the high places 
on the altar. 
All that the prophet of the Lord prophesied came to be ful-
filled. Our God is a merciful God who calls His people to re-
pentance before judging them so that they may have an op-
portunity to return to the Lord. However, rather than repenting, 
Jeroboam stretched out his hand to the prophet, calling for his 
capture. Immediately, his hand shriveled up so that he could 
not pull back. He should have focused more on seizing his 
heart from growing arrogant before God rather than seizing 
the prophet whom God sent to him in mercy. 

마음을 잡아야 합니다 
Seize Your Heart

주사랑연합감리교회, 김태호(CA)
카르디아연합감리교회, 김범수(CA)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7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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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978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June

21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사십일 세라 여
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십칠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
람이더라 

22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
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
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23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
당과 우상과 아세라 상을 세웠음이라

 24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
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25 르호보암 왕 제오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26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
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27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
궁 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기매 

28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
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29 르호보암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
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30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죄의 길로 간 여로보암의 아들이 죽고, 여로보암 자신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길로 간 유다 땅에도 애굽의 왕 
시삭이 쳐들어와 예루살렘을 칩니다.

새423장(통213장)
먹보다도 더 검은

열왕기상 14:21-30

열왕기상 1 Kings
14장

금 방패를
빼앗기다
The gold shields 
were taken

16
수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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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8180



Reading insight  

21 Now Rehoboam the son of Solomon reigned in Judah. 
Rehoboam was forty-one years old when he began to reign, 
and he reigned seventeen years in Jerusalem, the city that 
the LORD had chosen out of all the tribes of Israel, to put his 
name there. His mother’s name was Naamah the Ammonite. 

22 And Judah did wha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they provoked him to jealousy with their sins that they 
committed, more than all that their fathers had done. 

23 For they also built for themselves high places and pillars 
and Asherim on every high hill and under every green tree, 

24 and there were also male cult prostitutes in the land. They 
did according to all the abominations of the nations that the 
LORD drove out before the people of Israel. 

25 In the fifth year of King Rehoboam, Shishak king of Egypt 
came up against Jerusalem. 

26 He took away the treasures of the house of the LORD and 
the treasures of the king’s house. He took away everything. 
He also took away all the shields of gold that Solomon had 
made, 

27 and King Rehoboam made in their place shields of 
bronze, and committed them to the hands of the officers of 
the guard, who kept the door of the king’s house. 

28 And as often as the king went into the house of the LORD, 
the guard carried them and brought them back to the guard-
room. 

29 Now the rest of the acts of Rehoboam and all that he did, 
are they not written in the Book of the Chronicles of the 
Kings of Judah? 

30 And there was war between Rehoboam and Jeroboam 
continually. 

1 Kings 14:21-30

After falling away in sin, the son of Jeroboam dies and Je-
roboam also meets his own death. Shishak king of Egypt 
attacks Jerusalem in the land of Judah that became stained 
with the sin of idolatry. 

유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악은 무엇이었나요? (22-24절)
What evil did the people of 
Judah do before the Lord? 
(14:22-24)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빼앗긴 것
들은 무엇이었나요? (26절)
What did Shishak king of 
Egypt take with him when he 
attacked Jerusalem?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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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다 왕 르호보암이 즉위할 때의 나이는 마흔한 살이었는데, 그는 예
루살렘에서 열일곱 해를 다스렸습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이
며, 암몬 여자였으며 밀곰을 숭배했습니다(21절). 유다도 주님께서 보
시기에 악한 일을 했습니다. 그들이 지은 죄는 조상들이 저지른 죄보다 
더 심해서 주의 진노를 격발했습니다. 여로보암처럼 금송아지 우상은 
아니었지만, 그들도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산당과 돌 우상
과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전에는 남창들도 있었습니
다. 가나안인들은 종교 의식을 행할 때 사제들이 성행위를 하면 신의 
축복으로 풍요가 깃든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 자손은 가나안 족속들
이 행하던 혐오스러운 관습을 그대로 본받았습니다. 
죄는 마치 잡초와 같습니다. 잡초는 잠시라도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새 
밭을 뒤덮듯이, 죄악도 경계하고 절제하고 싸우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
과 삶 그리고 어느새 온 나라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에는 애굽
의 왕 시삭이 침략하여(25절) 성전과 왕궁의 보물을 빼앗고, 솔로몬이 
만들어 두었던 금 방패들도 다 빼앗아 갔습니다(26절). 솔로몬 시대에 
모아두었던 그 많은 보물은 물론, 허세의 상징이었던 금 방패들도 빼앗
겨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길로 행하면 모든 것을 잃습
니다. 아니, 하나님을 잃는 것은 이미 모든 것을 잃은 것입니다. 

Rehoboam, king of Judah, was forty-one years old when he be-
came king. He reigned in Jerusalem for seventeen years. His 
mother’s name was Naamah; she was an Ammonite. Judah also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In fact, they stirred up more anger 
in God’s heart because their sins were more evil than that of their 
ancestors. Although they did not make golden calves as Je-
roboam did, they also set up for themselves high places, sacred 
stones and Asherah poles on every high hill and under every 
spreading tree. There were even male shrine prostitutes. Canaan-
ites believed that engaging in sexual activities during religious 
ceremonies would result in greater blessings from God. Unfortu-
nately, the people of Judah inherited these repulsive practices 
from the Canaanites. 
Sin is like weeds. Just as weeds will cover the entire field when 
unattended, sin can take over the people’s hearts and lives and 
even an entire nation. This is what happened to the people and 
nation of Judah. To make things worse, Shishak, king of Egypt, 
attacked Jerusalem (14:25) and carried off the treasures of the 
temple of the Lord and the treasures of the royal palace, including 
the gold shields Solomon had made (14:26). When we lose sight 
of God and turn our ways from God to sin, then we will lose ev-
erything. Actually, when we lose God, we lose everything.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We lose everything when we lose God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CA)
콘트라코스타한인연합감리교회, 김영래(C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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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82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June

9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이십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어 

10 예루살렘에서 사십일 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
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11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
직하게 행하여 

12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
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13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나 

14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
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15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
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16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왕 아비얌과 아사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 나답에 대한 기록
이 이어집니다.

새288장(통204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마음이 온전한
아사
Asa’s heart is 
completely faithful
to the Lord

열왕기상 15:9-16

열왕기상 1 Kings
15장

17
목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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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8584



Reading insight  

9 In the twentieth year of Jeroboam king of Israel, Asa began 
to reign over Judah, 

10 and he reigned forty-one years in Jerusalem. His mother’s 
name was Maacah the daughter of Abishalom. 

11 And Asa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as 
David his father had done. 

12 He put away the male cult prostitutes out of the land and 
removed all the idols that his fathers had made. 

13 He also removed Maacah his mother from being queen 
mother because she had made an abominable image for Ash-
erah. And Asa cut down her image and burned it at the brook 
Kidron. 

14 But the high places were not taken away. Nevertheless, 
the heart of Asa was wholly true to the LORD all his days. 

15 And he brought into the house of the LORD the sacred 
gifts of his father and his own sacred gifts, silver, and gold, 
and vessels. 

16 And there was war between Asa and Baasha king of Israel 
all their days. 

1 Kings 15:9-16

These are the records of Abijam and Asa, kings of Judah, 
and Nadab, king of Israel.

아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일들은 무엇이었나요? 
(11-13절)
Did Asa do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Jehovah, and 
what were the things he did? 
(15:11-13)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에 개인적
으로 성별해서 드린 것은 무엇이
었나요? (15절)
What were Asa’s personal 
articles that were dedicated 
to Jehovah’s temple? (15:15)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8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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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 이십 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을 마흔한 해 동안 다스렸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입니다. 아사는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주께서 보시기에 정
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아사 왕은 자기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기
는 혐오스러운 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자기의 어머니를 왕 대비의 자리
에서 물러나게 하였습니다.(‘마아가’가 아사 왕의 어머니가 아니라 할
머니로 보는 견해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아들, 딸이란 표현은 손
자, 자손이라는 말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사모하는 아사의 마음은 평생 온전했습니다(14절). 온전
했다는 것은 아는 대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행위가 일치하여 하
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는 자기의 아버지와 자기가 거룩하게 구
별해서 바친 은과 금과 그릇들을, 주의 성전에 들여놓았습니다. 솔로몬
이 선물, 세금, 장사를 통해 모아 놓았던 엄청난 보물과 재물은 모두 순
식간에 빼앗겨 버렸지만, 아사는 정성스럽게 구별한 보물을 성전에 들
여놓았습니다. 마음이 온전하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거룩하고 온
전했습니다. 

In the twentieth year of King Jeroboam of Israel, Asa became 
king of Judah. He ruled Jerusalem for forty years. His grand-
mother was Maacah, the granddaughter of Absalom. Asa, like his 
ancestor David, acted honestly in the eyes of the Lord. King Asa 
had his grandmother Maacah retired from the position of Great 
Royal Dowager Queen because she made a disgusting statue for 
serving Asherah. There are many views that Maacah is regarded 
as his grandmother, not Asa’s mother. In the Bible, the expres-
sions of son and daughter are sometimes used to refer to grand-
children and offspring. Asa cut up the disgusting statues his 
grandmother had made and burned them in the Kidron Stream. 
He loved God more than he loved human relationships.
Asa’s heart remained completely faithful to the Lord throughout 
his life. (15:14) To be faithful means to do what is right. It is a life 
in which our heart and deeds are united to fear God. He brought 
into the Lord’s temple the silver, gold, and articles that his father 
and he had dedicated. All of the tremendous treasures and wealth 
that Solomon had collected through gifts, taxes, and business 
were quickly cleared away, but Asa brought the treasures that he 
carefully dedicated into the temple. Since Asa’s heart was fully 
committed to the Lord, the gift to God was also holy and whole.

온전한 마음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The whole heart is manifested by actions

크레센타밸리한인연합감리교회, 김용근(CA)
태평양연합감리교회, 이도원(C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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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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86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June

29 유다의 아사 왕 제삼십팔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
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
마리아에서 이십이 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30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31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32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
하여 제단을 쌓으며 

33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의 이스
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34 그 시대에 벧엘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
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
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이스라엘(북왕국)을 통치했던 왕 엘라, 스므리, 오므리 그리고 아
합에 대한 기록이 이어집니다.

간 큰 아합
Ahab, the reckless 
and brave

새342장(통395장)
너 시험을 당해

열왕기상 16:29-34

열왕기상 1 Kings
16장

18
금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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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8988



Reading insight  

29 In the thirty-eighth year of Asa king of Judah, Ahab the 
son of Omri began to reign over Israel, and Ahab the son of 
Omri reigned over Israel in Samaria twenty-two years. 

30 And Ahab the son of Omri did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more than all who were before him. 

31 And as if it had been a light thing for him to walk in the 
sins of Jeroboam the son of Nebat, he took for his wife Je-
zebel the daughter of Ethbaal king of the Sidonians, and 
went and served Baal and worshiped him. 

32 He erected an altar for Baal in the house of Baal, which he 
built in Samaria. 

33 And Ahab made an Asherah. Ahab did more to provoke 
the LORD, the God of Israel, to anger than all the kings of Is-
rael who were before him. 

34 In his days Hiel of Bethel built Jericho. He laid its founda-
tion at the cost of Abiram his firstborn, and set up its gates at 
the cost of his youngest son Segub,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which he spoke by Joshua the son of Nun.

1 Kings 16:29-34

This is a record of Kings Elah, Zimri, Omri, and Ahab who 
ruled Israel (the Northern Kingdom).

아합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한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
나요? (31-33절)
What were some of the 
things Ahab did that were 
wicked in the eyes of Jeho-
vah? (16:31-33)

벧엘 사람 히엘의 아들들 이야기
는 무엇을 암시하고 있나요? 
(34절)
What does the story of the 
sons of Hiel the Bethelite 
imply?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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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합은 그 이전에 있던 왕들보다 더 심하게, 주께서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습니다.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
라, 오히려 더 앞질렀습니다. 그는 시돈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아
내로 삼았으며, 더 나아가서 바알을 섬기고 대놓고 예배했습니다. 아합
이 더욱 악한 왕이 된 것은 바알을 숭배하는 그의 아내, 이세벨을 얻었
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았고, 엣바알은 시돈 사람
의 왕이었습니다(왕상 16:31). 원래 바알의 제사장이었던 엣바알은 시
돈의 왕 펠레스(Pheles)를 죽인 후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름 ‘엣
바알’의 뜻은 ‘바알과 함께한 자’라는 뜻입니다. 그는 바알에게 헌신한 
열성적인 바알 신 숭배자입니다. 
이러한 강한 이교적 배경을 갖고 있었던 왕의 공주로 자란 이세벨은 성
경에서 가장 이교적이며 잔인한 성격의 여성으로 묘사되었습니다(왕
상 21:5-16). 바알 제사장의 딸이었던 이세벨은 먼저 남편 아합에게 
그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에게 깊은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 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지 말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바알과 
함께한 자’와 함께 살면 바알과 함께 살며 영향을 받듯, ‘하나님과 함께
한 자’로서 도리어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Ahab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even worse than the 
kings before him. He did not just follow the sin of Jeroboam, 
the son of Nebat, but rather preceded him. He took Jezebel, 
the daughter of King Ethbaal of the Sidonians, as his wife, and 
went further to serve and openly worship Baal. Ahab became 
an even worse king because he acquired his Baal-worshiping 
wife, Jezebel. Ethbaal was the Sidonian king. (1 Kings 16:31) 
Ethbaal, originally a priest of Baal, ascended to the throne after 
killing Peles, king of Sidon. His name “Ethbaal” means “one 
with Baal.” He is a dedicated Baal deity worshiper.
Raised as a royal princess from a strong pagan background, 
Jezebel was described as the most heretic and cruel woman 
in the Bible. (1 Kings 21:5-16) Jezebel, the daughter of a Baal 
priest, influenced her husband, Ahab. A husband and a wife 
are bound to have a profound influence on each other. That is 
why God told the Israelites not to make wives of foreign 
women who serve foreign gods. “Anyone with Baal” is influ-
enced by Baal. I hope that you will be a good influence as be-
ing “on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한 자 
Those who are with God

토랜스한인연합감리교회, 강현중(CA)
후레스노한인연합감리교회, 선피터(CA)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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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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90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토 SatJune

8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9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
물라 내가 그 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
게 하였느니라
10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 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
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11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네 손의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12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
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
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13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네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
느니라 
15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
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16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
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엘리야는 아합에
게 가서 말씀을 전하고, 사르밧 과부에게로 보냄을 받아 먹이시
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케 하십니다.

새382장(통43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먼저 내게
가져오라
Bring it to me first

열왕기상 1 Kings
17장

19
열왕기상 17: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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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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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Then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im, 

9 “Arise, go to Zarephath, which belongs to Sidon, and dwell 
there. Behold, I have commanded a widow there to feed 
you.” 

10 So he arose and went to Zarephath. And when he came 
to the gate of the city, behold, a widow was there gathering 
sticks. And he called to her and said, “Bring me a little water 
in a vessel, that I may drink.” 

11 And as she was going to bring it, he called to her and said, 
“Bring me a morsel of bread in your hand.” 

12 And she said, “As the LORD your God lives, I have noth-
ing baked, only a handful of flour in a jar and a little oil in a 
jug. And now I am gathering a couple of sticks that I may go 
in and prepare it for myself and my son, that we may eat it 
and die.” 

13 And Elijah said to her, “Do not fear; go and do as you have 
said. But first make me a little cake of it and bring it to me, 
and afterward make something for yourself and your son. 

14 For thus says the LORD, the God of Israel, ‘The jar of 
flour shall not be spent, and the jug of oil shall not be empty, 
until the day that the LORD sends rain upon the earth.’” 

15 And she went and did as Elijah said. And she and he and 
her household ate for many days. 

16 The jar of flour was not spent, neither did the jug of oil be-
come empty,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that he 
spoke by Elijah.

1 Kings 17:8-16

The word of Jehovah came to the prophet Elijah. Elijah goes 
to Ahab and preaches the message of the Lord. He is sent 
to the widow at Zarephath to feed her and to experience that 
it is God who gives her life.

하나님께서는 하필 왜 사르밧의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 음식을 
요청하게 하셨을까요? (9절)
Why did God send Elijah to 
the widow at Zarephath to 
ask for food? (17:9)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사르밧 
과부의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나요? (14절)
How long did God say the 
widow’s flour and her oil in 
the containers would not run 
out? (17:14)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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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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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대 세계 어느 사회에서나 과부는 가난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계층의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보호해야 하는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름 아닌 과
부에게 보내어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그것도 가까운 예루살렘에 속
한 과부가 아니라, 시돈에 속한 사르밧 마을에 있는 과부를 지명하셨
습니다. 그때는 엘리야를 아합에게 보내어 하나님께서 가뭄을 보낼 것
이라는 말씀을 전하게 하신 직후였습니다. 또 하필 아합이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 본격적으로 바알을 예배하는 죄에 
빠진 직후였습니다. 엘리야를 하필 시돈 땅의 과부에게로 보내신 이유
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혈통이나 지역에 국한없이 주어지는 것
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비와 가뭄도 주관하시
는 크신 분이실 뿐 아니라, 이방 나라에서 이방 신을 섬기는 이름 없는 
과부의 밀가루 통과 기름통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선택받은 유다의 왕이라 할지라도 아합처럼 순종하지 않은 자
에게는 하늘의 비 한 방울도 내어주지 않는 분이시지만, 동시에 이방 
땅의 과부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 집의 기름방울을 멈추
지 않고 채우시는 분이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In all societies in the ancient world, widows were synonymous 
with the poor and unprotected class. That is why the Bible 
designates orphans and widows as objects of special protec-
tion. God sends Elijah to a widow and works miracles. It was 
also not a widow belonging to nearby Jerusalem, but a widow 
in the town of Zarephath belonging to Sidon. It was just after 
he sent Elijah to Ahab to tell him that God would send a 
drought. It was also just after Ahab fell into the sin of worship-
ing Baal after receiving Jezebel, the daughter of Ethbaal king 
of Sidon, as his queen. Perhaps there is a reason for sending 
Elijah to a widow in the land of Sidon.
On the one hand, it shows that God’s grace is given uncondi-
tionally regardless of lineage or nationality. At the same time, 
it shows that God is not only the Mighty One who is in charge 
of rain and drought, but also the One who is in charge of the 
flour and oil provision for the nameless widow who served 
foreign gods in a foreign country. God did not give a drop of 
heavenly rain to those who didn’t obey Him like Ahab. At the 
same time, it is revealed that to those who obey the Word like 
the widow in the foreign land, God is the one who fills the 
containers in the house with oil droplets without drying them.

비 한 방울과 기름 한 방울 
A drop of rain and a drop of oil

희망교회, 김정민(CA)
히스페리아한인연합감리교회, 최대일(C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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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94



제목 Title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주일 말씀 요약  Sunday Sermon Note20

9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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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6



주일칼럼

헤밍웨이의 소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스페인인 아버지가 집을 나가 마드리드
로 간 아들과 화해하기로 다짐을 합니다. 아버지는 뒤늦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엘리베랄’ 신문
에 광고를 냅니다. 

“파코,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다 용서했다. 아빠가.” 
파코는 스페인에서 아주 흔한 이름입니다. 아버지가 약속 장소에 나가자 파코라는 이름의 젊은 

남자가 무려 800명이나 나와서 저마다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원하고 용서를 기다리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용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축복은 하나님의 용
서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빌레몬서는 사도바울의 옥중서신입니다. 빌레몬서에는 세 명의 중심인물이 등장합니다. 오네
시모와 빌레몬과 사도바울입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아
름다운 삶의 모본과 교훈을 줍니다. 빌레몬은 골로새에 사는 주인으로서 그 집에 오네시모라는 종
이 있었습니다. 오네시모는 어느 날 주인의 물건을 훔쳐 로마로 도망쳐 갔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사
도바울을 만나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 새사람이 됩니다.

빌레몬서에 보면 바울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하였고, 전에는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
와 네게 유익하다고 하였고, 내 심복이라고 하였습니다(10절-12절). 오네시모는 남에게 해를 끼치
며 무익한 인생 즉 남에게 상처를 주며 남이 걸려서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 인생에서 남이 딛고 올라
서도록 하는 디딤돌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이제 로마 감옥에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부탁을 하면서 사랑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빌레몬은 성도들에게 사랑과 믿음에 본이 된 사람입니다. 빌레몬은 
남에게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주는 인물입니다(몬 7절). 이제는 또한 용서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
고 있습니다.

한편, 사도 바울도 역시 한때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모든 죄를 용서

용서가 필요한 세상!
서오석 목사 (나성 평화 장로교회, CA)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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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받고 새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물이 되었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화평의 인물이 되었습니다. 얼마든지 빌레몬에게 사도권으로 명령할 수 있으
나 두 번이나 도리어 사랑으로써 간구한다(8절, 9절)고 부탁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에게
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동역자로 영접하기를 바
라며 만일 오네시모가 빚진 것이 있으면 바울 자신 앞으로 계산하라고 부탁합니다. 

프란시스 베이커는 이 세상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거미와 같은 사람, 개미
와 같은 사람, 꿀벌과 같은 사람. 거미와 같은 사람은 거미줄을 치고 먹잇감이 걸려들기를 바라고 
남을 잡아먹는 사람입니다. 개미는 열심히 일해서 자기 자신은 잘 먹고 살며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지만 남에게 나누어 줄줄 모르는 자기중심적 사람입니다. 꿀벌과 같은 사람은 열심히 일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달콤한 꿀을 선물하며 타인의 인생을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
음 10장에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3종류의 사람이 나온다. 길에 숨어 기다리다가 여행객을 
때리고 죽이고 빼앗는 강도와 같은 인생이 있고,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이 자기 생명을 위해서 피해
가는 사람이 있고,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주는 인생이 있습니다. 오
늘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사도바울은 이제 꿀벌과 같은 인생, 선한 사마리아인 인생으로 변화되었
습니다.

결국 용서 잘하는 사람이 건강한 신앙인이요. 용서 잘하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역사상
에서도 위대한 인물들은 용서와 화평의 인물이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사랑하여 양아들로 삼고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제들을 용서하고 아버지 야곱의 한을 풀어 드립니
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첫 흑인 대통령 넬슨 만델라는 27년 동안 옥고를 치렀으면서도 그는 백인
을 용서하고 보복하지 않고 용서와 화합의 정치를 이끌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위대한 것은 
노예해방과 더불어서 역시 용서와 관용 화평의 리더십이었습니다. 바로 링컨을 아프리카 고릴라와 
같다고 비난하던 자신의 원수와 같았던 스탠턴을 용서하고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분은 역시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죄인을 화평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이 세상의 어떤 인물보다도 뛰어나신 분임을 기록하면서 바로 예
수님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이면서도 죄를 정결케 하신 일을(히 1:3) 언급합니다. 하늘의 천사보다
도 더 아름다운 이름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예수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 하였습니다. 오늘도 용서와 화
평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아름다운 삶의 발자취를 남기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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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June

30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31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효를 따라 엘리야가 
돌 열두 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
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
리라 하신 자더라 
32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세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33 또 나무를 벌이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34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35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36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
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
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37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
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38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39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
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40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
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가뭄이 시작된 지 3년 만에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명하여 아합을 
대면하여, 지면에 다시 비를 내릴 것이라고 전하라 하십니다. 그
러나 비소식 전에 수행되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갈멜산에
서 치러진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대결
이었습니다.

새357장(통39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여호와여, 
알게 하소서
Lord, let me know

열왕기상 18:30-40

열왕기상 1 Kings
18장

21
월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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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Then Elijah said to all the people, “Come near to me.” And 
all the people came near to him. And he repaired the altar of 
the LORD that had been thrown down. 
31 Elijah took twelve ston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tribes of the sons of Jacob, to whom the word of the LORD 
came, saying, “Israel shall be your name,” 
32 and with the stones he built an altar in the name of the 
LORD. And he made a trench about the altar, as great as 
would contain two seahs of seed. 
33 And he put the wood in order and cut the bull in pieces and 
laid it on the wood. And he said, “Fill four jars with water 
and pour it on the burnt offering and on the wood.” 
34 And he said, “Do it a second time.” And they did it a sec-
ond time. And he said, “Do it a third time.” And they did it a 
third time. 
35 And the water ran around the altar and filled the trench al-
so with water. 
36 And at the time of the offering of the oblation, Elijah the 
prophet came near and said, “O LORD, God of Abraham, 
Isaac, and Israel, let it be known this day that you are God 
in Israel, and that I am your servant, and that I have done all 
these things at your word. 
37 Answer me, O LORD, answer me, that this people may 
know that you, O LORD, are God, and that you have turned 
their hearts back.” 
38 Then the fire of the LORD fell and consumed the burnt of-
fering and the wood and the stones and the dust, and licked 
up the water that was in the trench. 
39 And when all the people saw it, they fell on their faces and 
said, “The LORD, he is God; the LORD, he is God.” 
40 And Elijah said to them, “Seize the prophets of Baal; let 
not one of them escape.” And they seized them. And Elijah 
brought them down to the brook Kishon and slaughtered 
them there.

1 Kings 18:30-40

Three years after the drought began, God commanded Eli-
jah to confront Ahab and tell him that it would rain again. 
However, there was something that had to be done prior to 
spreading that news: the confrontation between Elijah and 
the prophets of Baal and Asherah on Mount Carmel.

엘리야가 백성에게 여호와의 제
단을 수축하되 무엇을 가지고 어
떤 과정을 통해 수축하게 하셨나
요? (30-32절)
Elijah told the people to repair 
the altar of the Lord. What 
did they use to rebuild the 
altar and how did they do it? 
(18:30-32)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알게 하신 세 가지
는 무엇인가요? (36절)
What are the three things 
that God made known by 
answering Elijah’s prayer?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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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알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을 불렀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엘리
야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모든 백성을 향하여 가까이 오라 합
니다(30절). 가까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똑똑히 보라고 합니다. 그
는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고 춤을 추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의 몸을 상
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백성이 가까이 오자 그는 먼저 무너진 여호와
의 제단을 수축하게 했습니다(31절). 백성들과 함께 예배드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야곱(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지파 수효를 따라 돌 열
두 개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제
단을 쌓았습니다. 엘리야는 단순히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회복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여 하나님께 기도합
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제가 주님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36절). 그리고 또 기도합니다. “이 백성에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돌이
키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옵소서”(37절)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 번
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했습니다(38
절). 그 불의 강렬함만큼,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돌이켜 예배를 
회복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간절히 알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The Baal prophets called their gods, but there was no re-
sponse. It was Elijah’s turn. Elijah told all the people to come 
close to him so they could clearly see the presence of God. 
(18:30) He didn’t scream and he didn’t dance. He didn’t even 
hurt himself. As the people approached, he first had the col-
lapsed altar of Jehovah repaired. (18:31) He built an altar to 
worship with the people. He built an altar of twelve stones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 sons of Jacob (Israel). He built 
an Israeli altar to the God of Israel.
Elijah did not simply confront the prophets of Baal, but let the 
Israelites build an altar, come to God, and restore worship. 
And he prayed to God on behalf of all of Israel, “O Lord, God 
of Abraham, Isaac, and Jacob, prove today that you are God in 
Israel and that I am your servant.” (18:36) And he prayed 
again, “Answer me, Lord, answer me, so these people will 
know that you, Lord, are God, and that you are turning their 
hearts back again.” (18:37) It is said that the soil was burned 
and the water in the ditch was licked dry. (18:38) As much as 
the intensity of the fire, God wanted His people to be contrite, 
to restore worship, and to earnestly know that Jehovah is God.

하나님의 애타는 마음을 알게 하소서 
Let me know of God’s aching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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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e

9 엘리야가 그 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
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하여 여기 있느냐 
10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이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1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
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
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
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12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
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13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
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
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14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이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5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
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16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
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
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17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
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18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칠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
추지 아니한 자니라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의 영적 전쟁에서 대승을 한 엘리야
가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도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기진맥진해 있
는 엘리야에게 먹을 것과 쉼을 주시고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
게 하십니다.

새405장(통458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열왕기상 19:9-18

열왕기상 1 Kings
19장

22
화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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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105104



Reading insight  

9 There he came to a cave and lodged in it. And behold, the 
word of the LORD came to him, and he said to him, “What 
are you doing here, Elijah?” 
10 He said, “I have been very jealous for the LORD, the God 
of hosts. For the people of Israel have forsaken your cove-
nant, thrown down your altars, and killed your prophets with 
the sword, and I, even I only, am left, and they seek my life, 
to take it away.” 
11 And he said, “Go out and stand on the mount before the 
LORD.” And behold, the LORD passed by, and a great and 
strong wind tore the mountains and broke in pieces the rocks 
before the LORD, but the LORD was not in the wind. And 
after the wind an earthquake, but the LORD was not in the 
earthquake. 
12 And after the earthquake a fire, but the LORD was not in 
the fire. And after the fire the sound of a low whisper. 
13 And when Elijah heard it, he wrapped his face in his cloak 
and went out and stood at the entrance of the cave. And be-
hold, there came a voice to him and said, “What are you do-
ing here, Elijah?” 
14 He said, “I have been very jealous for the LORD, the God 
of hosts. For the people of Israel have forsaken your cove-
nant, thrown down your altars, and killed your prophets with 
the sword, and I, even I only, am left, and they seek my life, 
to take it away.” 
15 And the LORD said to him, “Go, return on your way to 
the wilderness of Damascus. And when you arrive, you shall 
anoint Hazael to be king over Syria. 
16 And Jehu the son of Nimshi you shall anoint to be king 
over Israel, and Elisha the son of Shaphat of Abel-meholah 
you shall anoint to be prophet in your place. 
17 And the one who escapes from the sword of Hazael shall 
Jehu put to death, and the one who escapes from the sword 
of Jehu shall Elisha put to death. 
18 Yet I will leave seven thousand in Israel, all the knees that 
have not bowed to Baal, and every mouth that has not kissed 
him.”

Elijah, who won a great victory in a spiritual warfare against 
the Baal prophets on Mount Carmel, flees after Jezebel’s 
threats. God provides an exhausted Elijah with food and rest 
and brings him to Horeb, the mountain of God.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하
고 물으셨을 때 엘리야의 심정은 
어땠나요? (10, 14절)
How was Elijah feeling when 
God asked, “What are you 
doing here?” (19:10, 14)

혼자 남았다고 하소연하던 엘리
야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요? 
(18절)
What is the promise God 
gave to Elijah, who com-
plained that he was left 
alone? (19:18)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1 Kings 19:9-18

10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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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믿음과 신실함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위대한 
영적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호렙산에서의 그는 연
약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아야 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상치 못한 이세벨의 의기양양함을 보고는 마치 갈멜산에서 하나님
께서 보이시고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아무것도 아닌양 취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대단한 믿음과 헌신과 열심으로 그 모든 일을 
성취한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10절).
엘리야는 마치 갑작스러운 우울증에 빠진 사람처럼 굴었습니다. 그리고 
그 우울증과 낙심하는 마음은 자신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 받고 있을 뿐
이라는 사실을 잊었을 때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갈멜
산 사건에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그림을 그리
고 계셨습니다. 단순한 하나의 승리가 아니라, 더 깊고 광대한 승리를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믿음 생활 중에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낙심과 우
울한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 어떤 시각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어찌하
여 네가 여기 있느냐?’하고 묻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At Mount Carmel and with faith and fervor, Elijah demonstrat-
ed the great spiritual leadership that would save Israel. How-
ever, on Mount Horeb, he appears to be weak, vulnerable, and 
to be reproved by God. When he faced the unexpected threat 
from Jezebel, he was depressed as if the amazing work God 
had performed on Mount Carmel was nothing. He is also 
speaking as if he had accomplished all that with his own great 
faith, dedication and zeal. (19:10)
Elijah behaved like a man in a sudden depression. His depres-
sion and discouragement came when he forgot that he was 
only being used by God. God’s plan and providence did not 
end with the Mount Carmel incident. God was drawing a big-
ger picture. He was planning not just one victory, but a deeper 
and vast victory. What thoughts and perspectives are the rea-
sons for your discouragement and depression during your faith 
journey? I seem to hear the voice of the Lord asking, “What 
are you doing here?”

갈멜산과 호렙산 사이 
Between Mount Carmel and Mount Hor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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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e

22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23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24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 곳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25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
여 보충하고 말은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
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26 해가 바뀌니 벤하닷이 아람 사람을 소집하고 아
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매 
27 이스라엘 자손도 소집되어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
서 그들 앞에 진영을 치니 이스라엘 자손은 두 무리
의 적은 염소 떼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
였더라
 28 그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
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
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네 손에 넘
기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
다 하니라 
29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칠 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
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십만 명
을 죽이매 
30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
갔더니 그 성벽이 그 남은 자 이만 칠천 명 위에 무너
지고 벤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
어가니라 

아람과 이스라엘 간에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람의 벤하닷 왕이 
사마리아를 포위하고 무리한 요구를 더해가다가 아합에게 패합
니다. 그 후에 아람 군대의 두 번째 공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한 
이름 없는 선지자가 아합을 정죄하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새351장(통389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내가 여호와인줄 
알리라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열왕기상 20:22-30

열왕기상 1 Kings
20장

23
수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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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109108



Reading insight  

22 Then the prophet came near to the king of Israel and said 
to him, “Come, strengthen yourself, and consider well what 
you have to do, for in the spring the king of Syria will come 
up against you.” 
23 And the servants of the king of Syria said to him, “Their 
gods are gods of the hills, and so they were stronger than we. 
But let us fight against them in the plain, and surely we shall 
be stronger than they. 
24 And do this: remove the kings, each from his post, and put 
commanders in their places, 
25 and muster an army like the army that you have lost, horse 
for horse, and chariot for chariot. Then we will fight against 
them in the plain, and surely we shall be stronger than they.” 
And he listened to their voice and did so.
26 In the spring, Ben-hadad mustered the Syrians and went 
up to Aphek to fight against Israel. 
27 And the people of Israel were mustered and were provi-
sioned and went against them. The people of Israel encamp-
ed before them like two little flocks of goats, but the Syrians 
filled the country. 
28 And a man of God came near and said to the king of Israel, 
“Thus says the LORD, ‘Because the Syrians have said, “The 
LORD is a god of the hills but he is not a god of the valleys,” 
therefore I will give all this great multitude into your hand, 
and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29 And they encamped opposite one another seven days. 
Then on the seventh day the battle was joined. And the peo-
ple of Israel struck down of the Syrians 100,000 foot sol-
diers in one day. 
30 And the rest fled into the city of Aphek, and the wall fell 
upon 27,000 men who were left. Ben-hadad also fled and en-
tered an inner chamber in the city. 

1 Kings 20:22-30

A fight breaks out between Syria and Israel. King Ben-ha-
dad of Aram besieged Samaria and made unreasonable 
demands, but was defeated by Ahab. After that, the story of 
the second attack by the armies of the Syrians and the con-
demnation of Ahab by an unnamed prophet are recorded.

아람의 신하들이 하나님을 어떻
게 오해했나요? (23절)
How did the servants of 
Aram misunderstand God? 
(20:23)

아람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에
게 승리를 주신 이유는 무엇이었
나요? (28절)
Why was Israel given victory 
in the war against Aram?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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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람(시리아) 왕의 신하들이 자신들의 왕, 벤하닷에게 이스라엘의 신
은 산의 신이라고 합니다. 지난번 싸움에서 패한 이유는 산에서 싸웠
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 평지에서 싸우면, 자신들이 반
드시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럴듯도 하고, 위로도 되고, 파이팅도 
넘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분석이었고 잠시 기분만 좋았을 뿐 잘
못 짚은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싸움의 준비는 더욱 철저하게 이어집니
다. 지방 영주를 모두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그 대신에 군사령관들
을 그 자리에 임명하라고 합니다. 계엄령을 선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잃은 수만큼, 군대와 기마와 병거를 보충하라고도 했습니다. 그런 다음
에, 평지에서 싸우면, 틀림없이 자신들이 이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아람 왕 벤하닷은 만반의 준비를 마쳤고, 이스라엘 자손과의 
군대 규모로 볼 때 비교되 안될 만큼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
님은 산의 신이 아니라 온 세상의 신이었습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가지
고 어떤 전략을 사용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부리며 하나님을 이기려고 이 방법, 저 전
술을 사용하며 어리석게 굴 때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알고 속히 인정합니다.

The servants of the king of Aram (Syria) tell their king, 
Ben-hadad, that the god of Israel is the god of the mountains. 
They reason that they lost the last fight because they fought 
in the mountains. Therefore, they said that if they fight on the 
plains, they will surely win. It would have been plausible, com-
forting, and uplifting. Although they felt good for a while, it 
was bad analysis and a huge mistake. Still, the preparation for 
the fight continued more thoroughly. All local lords were to be 
withdrawn from their positions, and instead, military com-
manders were to be appointed to proclaim martial law. The 
same number of lost soldiers, troops, horses, and chariots 
was to be supplemented. Then, if they fight on the plain they 
will surely win.
In fact, King Ben-hadad of Syria is fully prepared and has an 
incomparable advantage in terms of the size of the army over 
the Israelites. However, God is not the god of the mountain, 
but the God of the whole world. They can’t beat God any-
where or with whatever strategy they use. Sometimes we are 
stubborn before God and foolishly use a method or a tactic to 
overcome God. The wise man knows who God is and quickly 
acknowledges Him.

온 세상의 하나님 
God of the whol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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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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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e

1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르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르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
궁에서 가깝더니 
2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포도원이 내 왕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 밭을 삼게 하
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네
게 줄 것이요 만일 네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네게 주리라 
3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4 이스르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
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5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아와 이르되 왕의 마
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6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르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
꾸거나 만일 네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네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
을 네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7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
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르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8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
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
에게 보내니
9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에 높이 앉힌 후에 
10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
하여 증거하기를 네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죽이라 하였더라

나봇의 포도원을 탐내던 아합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자 이세벨
이 거짓 증거와 살인을 통해 빼앗는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새366장(통485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열왕기상 21:1-10

열왕기상 1 Kings
21장

하나님의 포도원
God’s Vineyard

24
목 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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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113112



Reading insight  

1 Now Naboth the Jezreelite had a vineyard in Jezreel, beside 
the palace of Ahab king of Samaria. 

2 And after this Ahab said to Naboth, “Give me your vine-
yard, that I may have it for a vegetable garden, because it is 
near my house, and I will give you a better vineyard for it; or, 
if it seems good to you, I will give you its value in money.” 

3 But Naboth said to Ahab, “The LORD forbid that I should 
give you the inheritance of my fathers.” 

4 And Ahab went into his house vexed and sullen because of 
what Naboth the Jezreelite had said to him, for he had said, 
“I will not give you the inheritance of my fathers.” And he 
lay down on his bed and turned away his face and would eat 
no food. 

5 But Jezebel his wife came to him and said to him, “Why is 
your spirit so vexed that you eat no food?” 

6 And he said to her, “Because I spoke to Naboth the Jez-
reelite and said to him, ‘Give me your vineyard for money, 
or else, if it please you, I will give you another vineyard for 
it.’ And he answered, ‘I will not give you my vineyard.’” 

7 And Jezebel his wife said to him, “Do you now govern Is-
rael? Arise and eat bread and let your heart be cheerful; I will 
give you the vineyard of Naboth the Jezreelite.” 

8 So she wrote letters in Ahab’s name and sealed them with 
his seal, and she sent the letters to the elders and the leaders 
who lived with Naboth in his city. 

9 And she wrote in the letters, “Proclaim a fast, and set 
Naboth at the head of the people. 

10 And set two worthless men opposite him, and let them 
bring a charge against him, saying, ‘You have cursed God 
and the king.’ Then take him out and stone him to death.”

1 Kings 21:1-10

The story of Jezebel stealing the vineyard through false ev-
idence and murder is recorded after Ahab’s efforts to seize 
Naboth’s vineyard were in vain. 나봇이 아합에게 포도원을 팔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3절)
Why did Naboth tell Ahab 
that he couldn’t sell the vine-
yard? (21:3)

포도원을 팔 수 없다는 나봇의 이
야기를 들은 아합의 태도는 어떠
했나요? (4절)
What was Ahab’s attitude 
when he heard Naboth’s 
story that his vineyard was 
not for sale?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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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르엘 사람 나봇이 이스르엘 땅에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궁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
봇에게 포도원이 자신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자신에게 넘기라고 합니
다. 채소 밭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아합은 남의 포도원을 탐하는 불
필요한 욕망을 가졌습니다. 아합왕은 그 포도원 대신에 더 좋은 포도
원을 하나 주겠다고 제안도 했고, 값을 치를 용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언뜻 보면, 매우 정중하고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지파 별로, 
그리고 가문 별로 분배 받은 땅을 파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즉, 나봇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
기 위해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도 포도원을 탐한 아합은 나봇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 것을 얻고자 하는 탐욕
이 있었으므로, 그 마음을 접지 못하고 근심하고 답답해하고 식사도 
하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세워 나봇에게 누명
을 씌워 살인죄까지 저지르고 난 후 드디어 그 포도원을 빼앗고 맙니
다. 하나님 앞에서 허락되지 않은 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그 탐욕은 곧 
죄로 이어집니다. 혹, 죄를 부르는 탐욕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지 않
은지 살핍시다.

Naboth the Jezreelite had a vineyard in the land of Jezreel, 
which was near the palace of Ahab king of Samaria. Ahab tells 
Naboth that his vineyard is near the palace, so he asks Naboth 
to hand it over. Ahab wants to build a vegetable garden. Ahab 
had an evil desire to covet another’s vineyard. Ahab even of-
fered to give him a better vineyard instead and even said he 
was willing to pay for it. At first glance, it seems very polite 
and reasonable. However, it is against the Old Testament law 
to sell the land distributed by tribe and by family. In other 
words, Naboth rejected Ahab’s offer in order to keep God’s 
commandments regardless of his own will.
Still, Ahab who coveted the vineyard was not only against 
Naboth, but against God’s will. He was greedy to take what 
God didn’t allow, and he couldn’t give up his desire. He be-
came so sorrowful and frustrated that he didn’t even eat. Fi-
nally, Jezebel sets up a false witness and accuses Naboth of 
murder and finally takes the vineyard. If you do not put down 
what is not allowed before God, that greed will lead you to sin. 
Let’s reflect if we are stubbornly holding onto any sinful greed.

탐욕이 죄를 부릅니다 
Greed brings 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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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5114



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June

29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
못으로 올라가니라 
30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
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
소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
가니라
 31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삼십이 명에게 명령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
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32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
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
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33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34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맞힌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
가게 하라 하였으나 
35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
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36 해가 질 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
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37 왕이 이미 죽으매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38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으매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
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과 아람왕 벤하닷이 조약을 체결한지 3년 만에 다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아합은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동맹을 체결하여 싸움
에 임했지만 죽음을 맞이합니다.

새433장(통49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숨을 수
없습니다
Can’t hide

열왕기상 22:29-38

열왕기상 1 Kings
22장

25
금 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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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117116



Reading insight  

29 So the king of Israel and Jehoshaphat the king of Judah 
went up to Ramoth-gilead. 

30 And the king of Israel said to Jehoshaphat, “I will disguise 
myself and go into battle, but you wear your robes.” And the 
king of Israel disguised himself and went into battle. 

31 Now the king of Syria had commanded the thirty-two cap-
tains of his chariots, “Fight with neither small nor great, but 
only with the king of Israel.” 

32 And when the captains of the chariots saw Jehoshaphat, 
they said, “It is surely the king of Israel.” So they turned to 
fight against him. And Jehoshaphat cried out. 

33 And when the captains of the chariots saw that it was not 
the king of Israel, they turned back from pursuing him. 

34 But a certain man drew his bow at random and struck the 
king of Israel between the scale armor and the breastplate. 
Therefore he said to the driver of his chariot, “Turn around 
and carry me out of the battle, for I am wounded.” 

35 And the battle continued that day, and the king was 
propped up in his chariot facing the Syrians, until at evening 
he died. And the blood of the wound flowed into the bottom 
of the chariot. 

36 And about sunset a cry went through the army, “Every 
man to his city, and every man to his country!” 

37 So the king died, and was brought to Samaria. And they 
buried the king in Samaria. 

38 And they washed the chariot by the pool of Samaria, and 
the dogs licked up his blood, and the prostitutes washed 
themselves in it, according to the word of the LORD that he 
had spoken.

1 Kings 22:29-38

Three years after Ahab and Ben-hadad, King of Aram, signed 
a treaty, the fight breaks out again. Ahab enters a battle with 
Jehoshaphat, King of Judah and dies. 아합이 변장을 하고 전쟁터로 들

어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30절)
Why did Ahab disguise him-
self to enter the battlefield? 
(22:30)

하나님의 말씀이 아합에게 어떻
게 이뤄졌나요? (38절)
How did God’s Word regard-
ing Ahab come true?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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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 아합은 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동맹을 체결하여 아람군대
와 싸우려고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갑니다. 아합은 자신이 예언대로 죽
게될까봐 두려워하여 변장을 하고, 싸움터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사람
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람 군대는 왕복을 입은 여호사밧을 뒤쫓다가 그가 소리
치는 것을 듣고는 그가 아합이 아닌 것을 금세 알게 되었습니다. 일전
의 두 번의 전쟁으로 인해 아람군대는 아합의 목소리까지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부상을 입은 아합은 그 날 싸움이 격렬했기 때문에 아람군
대와 싸우다 저녁때가 되어 죽었습니다. 
아합은 잠시 자신의 잔꾀로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피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
씀대로 그는 심판받아 죽게 되었고 그 피를 개들이 핥게 하시며 그의 
죽음에 누구 하나 슬퍼하였다고 기록되지 않을 정도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아합의 최후
는 이미 결정되어 있던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나님 눈을 피해 잔꾀
를 부리며 숨어 다닐 수 있다는 착각은 금물입니다.

King Ahab of Israel made an alliance with King Jehoshaphat of 
Judah and went up to Ramoth-Gilead to fight the Aramites. 
Ahab disguised himself and entered the battlefield, fearing 
that he would die according to the prophecy. He thought he 
could fool a person’s eyes. But God’s eyes could not be avoid-
ed. The Syrian army was chasing Jehoshaphat in royal robes, 
and when they heard him cry, they quickly learned that he was 
not Ahab. Because of the two previous wars, the Aram Army 
even knew Ahab’s voice. Ahab, who was injured, fought vio-
lently that day with the Aramaic army, but died in the evening.
Ahab was able to save his life for a while with his tricks. 
But he couldn’t find a way to escape God’s judgment. Eventu-
ally, according to God’s word, he was judged and died, his 
blood was licked by dogs, and he faced a miserable end. It 
was recorded that no one mourned his death. The end of 
Ahab, who did not repent even after hearing the Word of God, 
was already predestined. The illusion that one can hide from 
God’s eyes was not granted.

잔꾀로는 살지 못합니다 
He cannot survive with tri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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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
라 

2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 보라 
하니라 

3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
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
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
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4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
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5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6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
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
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
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7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
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8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 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오늘 말씀에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 왕이 죽은 이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아하시야에게 두 번에 걸쳐 회
개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새393장(통447장)
오 신실하신 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Is there no God 
in Israel?

열왕기하 2 Kings
1장

26
열왕기하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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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the death of Ahab, Moab rebelled against Israel. 

2 Now Ahaziah fell through the lattice in his upper cham-
ber in Samaria, and lay sick; so he sent messengers, telling 
them, “Go, inquire of Baal-zebub, the god of Ekron, wheth-
er I shall recover from this sickness.” 

3 But the angel of the LORD said to Elijah the Tishbite, 
“Arise, go up to meet the messengers of the king of Samaria, 
and say to them, ‘Is it because there is no God in Israel that 
you are going to inquire of Baal-zebub, the god of Ekron? 

4 Now therefore thus says the LORD, You shall not come 
down from the bed to which you have gone up, but you shall 
surely die.’” So Elijah went. 

5 The messengers returned to the king, and he said to them, 
“Why have you returned?” 

6 And they said to him, “There came a man to meet us, and 
said to us, ‘Go back to the king who sent you, and say to him, 
Thus says the LORD, Is it because there is no God in Isra-
el that you are sending to inquire of Baal-zebub, the god of 
Ekron? Therefore you shall not come down from the bed to 
which you have gone up, but you shall surely die.’” 

7 He said to them, “What kind of man was he who came to 
meet you and told you these things?” 

8 They answered him, “He wore a garment of hair, with a belt 
of leather about his waist.” And he said, “It is Elijah the Tish-
bite.” 

Today’s passage records the reason why King Ahaziah, 
Ahab’s son, died. Elijah, a man of God, delivers the message 
of repentance to Ahaziah twice. 아하시야 왕이 자신의 병에 대해 

누구에게 물어보려 했나요? 
(2절)
With whom did King Ahaziah 
consult about his illness? (1:2)

하나님께서 아하시야의 어떤 태
도 때문에 진노하셨을까요? 
(3절)
What attitude of Ahaziah 
made God angry? (1:3)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2 Kings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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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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됩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다윗
이 죽은 후 솔로몬 왕국은 더욱 견고해졌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북이스
라엘은 아합이 죽은 후 모압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고 기록합니다
(1절). 이스라엘의 국력이 쇠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은 후에 아합을 심판하고자 하였으나 아합이 굵
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자 하나님은 심판을 보류하시고 그 아들 대에 
지켜보고자 하셨습니다(왕상 21:29). 그런데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모압의 배반은 아하시야
가 바알세붑을 떠나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경고
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아하시야는 자신이 병이 들자,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
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합왕의 시대에 엘리야를 통해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분명
히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위기의 순간에 또 바알세붑을 의지한 것입
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중에 다시 진노하신 것이지요. ‘이스
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3절)라고 물으
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어떠셨을까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은 
우리들과도 약속대로 함께 하십니다. 그럼에도 묻지 않고 아뢰지 않는 
것은 불신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무시하는 죄입니다.

After Ahab’s death, his son Ahaziah becomes king. In the 
Book of Kings, it is said that after David’s death, Solomon’s 
kingdom became stronger. However, verse 1 reports that the 
land of Moab rebelled against Israel after Ahab’s death. Israel’s 
national power began to decline. God tried to judge Ahab after 
Ahab took Naboth’s vineyard, but when Ahab repented in 
sackcloth, God withheld the judgment to bring disaster on his 
house until the days of his son. (1 Kings 21:29) By the way, 
Ahab’s son Ahaziah was serving Baal-zebub, the god of 
Ekron. Moab’s rebellion was God’s warning that Ahaziah 
should leave Baal-zebub and return to God completely.
However, when Ahaziah became ill, he sent an envoy to 
Baal-zebub, the god of Ekron, to ask if he could be healed. He 
clearly saw that Jehovah is God through Elijah in the days of 
his father, King Ahab. But he relied on Baal-zebub again in the 
moment of crisis. While God was patient, He was angry again. 
“Are you going to ask Baal-zebub because there is no God in 
Israel?” (1:3) What was God’s heart like? God who was with 
Israel is with us as promised. Nevertheless, it is a sin of unbe-
lief if we do not inquire of God. It is a sin that denies and ig-
nores the existence of God.

묻지도 아뢰지도 않는 죄 
The sin of not asking or consulting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철구(FL)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호진(FL)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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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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te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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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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지금도 코로나19의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위기와 혼돈의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고통의 순간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와 위로를 그리고 
평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질병과 죽음의 상황에서 나만 억울하게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샘
솟듯이 흘러넘치는 생명의 샘을 히브리서 7장부터 히브리서 13장에서 발견하게 됩니
다. 히브리서 12:2-3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
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
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들이 죄를 
범하여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갔기에 예수님께서 죽음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예수
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리시고 피를 흘리셔야 했습니다. 주
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
자가를 지신 분을 바라볼 때 절망이 능력으로 바뀌어 지고, 죽음의 공포까지도 기쁨
과 평안으로 변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대신 대가를 치르신 것의 

보혈의 은혜
정성호 선교사 (필리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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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은 온 우주에 미치며 그 효력은 영원합니다. 예수님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 대
가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14,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
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 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단
편적이고 임시적인 대가가 아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피를 흘리시기 전에 피조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과 하늘의 권세를 내
려놓으시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
으며 그 은혜를 갚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언약의 피의 대가로 우리는 주님을 섬기며 그 경의로우신 분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과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
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3:15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
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세상은 바뀌지 않고 혼돈과 두려움의 공포 가운데 있지만 십자가의 은혜와 사
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잊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
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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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독본문 Reading Plan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June

15 맞은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를 보
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가서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
려 그에게 경배하고

16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에게 용감한 사람 오십 
명이 있으니 청하건대 그들이 가서 당신의 주인을 찾
게 하소서 염려하건대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들고 가
다가 어느 산에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
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보내지 말라 하나 

17 무리가 그로 부끄러워하도록 강청하매 보내라 한
지라 그들이 오십 명을 보냈더니 사흘 동안을 찾되 
발견하지 못하고

18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무는 중에 무리가 그에게 돌
아오니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가지 말라고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하였더라 

19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
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
이 나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20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21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
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
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22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신비한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 그리고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
사를 이어받은 엘리사를 통해 나타나는 여러 기적 이야기들이 기
록되고 있습니다.

새274장(통332장)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물 근원을
고쳤으니
Healing the water 
source

열왕기하 2:15-22

열왕기하 2 Kings
2장

28
월 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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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Now when the sons of the prophets who were at Jericho 
saw him opposite them, they said, “The spirit of Elijah rests 
on Elisha.” And they came to meet him and bowed to the 
ground before him. 

16 And they said to him, “Behold now, there are with your 
servants fifty strong men. Please let them go and seek your 
master. It may be that the Spirit of the LORD has caught him 
up and cast him upon some mountain or into some valley.” 
And he said, “You shall not send.” 

17 But when they urged him till he was ashamed, he said, 
“Send.” They sent therefore fifty men. And for three days 
they sought him but did not find him. 

18 And they came back to him while he was staying at Jeri-
cho, and he said to them, “Did I not say to you, ‘Do not go’?” 

19 Now the men of the city said to Elisha, “Behold, the situ-
ation of this city is pleasant, as my lord sees, but the water is 
bad, and the land is unfruitful.” 

20 He said, “Bring me a new bowl, and put salt in it.” So they 
brought it to him. 

21 Then he went to the spring of water and threw salt in it and 
said, “Thus says the LORD, I have healed this water; from 
now on neither death nor miscarriage shall come from it.” 

22 So the water has been healed to this day, according to the 
word that Elisha spoke.

The mysterious ascension story of Elijah and various miracle 
stories of Elisha who inherited Elijah’s spirit are recorded.

당시 여리고 마을에는 어떤 치명
적인 문제가 있었나요? (19절)
What disastrous problems 
were there in the town of 
Jericho at that time? (2:19)

엘리사가 어디로 나아가 물을 고
쳤나요? (21절)
Where did Elisha go to purify 
the spring? (2:21)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2 Kings 2: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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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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리사가 여리고 성에 머물 때의 일입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찾아와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좋지 않아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고 
하소연합니다.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은 아이를 임신하여도 
물이 좋지 않아 유산을 많이 한다고도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곳은 물 근
원이 좋지 않았고 아주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태백에 있는 검룡소는 한
강물의 근원지입니다. 그러니 검룡소가 오염되면 한강물이 다 오염됩니
다. 물 근원이 흐리면 아이가 자라지 못하고 동물이 자라지 못하고 식물
이 자라지 못합니다.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물 근원으로 가
서 던지며 하나님께서 그 물을 고쳤다고 선포합니다. 
물 근원이 고쳐지니 생명의 일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는 바울 
숭배로 인해 백성들의 영이 매우 흐려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하
나님과 함께 바알을 겸하여 섬김으로 영적인 물 근원이 흐려져 있었습
니다. 그러니 삶의 모든 곳에서 생명의 일들은 멈추고 썩어 악취가 나고 
죽음의 열매들이 맺힌 것이지요. 이 이야기를 단순히, 엘리사의 영적 권
위 계승에 대한 일화의 하나로 볼 수도 있겠으나, 백성들의 마음 물 근
원에 영혼을 부패하지 않게 하는 소금을 뿌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라
는 메시지가 있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성령의 소금으로 우리의 마음 물 
근원도 고치시고 오염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기를 그래서 생명의 열매들
이 더욱 풍성케 되기를 기도합니다. 

Elisha once stayed in Jericho. People from that town came to 
complain that even though the town was well situated, the water 
was bad and the land was unproductive. “The unproductive land” is 
also interpreted as having a lot of miscarriages because the water 
was not good for pregnant women. The water source was bad and 
it was a very serious problem. Geomryongso in Taebaek is the 
source of the Han River. So, if Geomryongso is contaminated, the 
Han River will be contaminated. If the water source is toxic, chil-
dren cannot grow, animals cannot grow, and plants cannot grow. 
Elisha put “salt” in a “new bowl” and threw it in the water source, 
proclaiming that God healed the water.
As the water source was healed, living things came alive again. At 
that time, the soul of the people was very blurred due to the wor-
ship of Baal. Their spiritual water source was tainted by serving 
both Baal and God. So, everywhere spiritual vitality stopped and 
rotted, smelled, and the fruits of death were borne. This story can 
be viewed simply as one of the anecdotes of Elisha’s spiritual suc-
cession of authority, but I think there is a message that asks the 
people to return to God by sprinkling salt that preserves the soul at 
the root of the water. I pray that the salt of the Holy Spirit will heal 
the water source of our hearts keeping our hearts from being pol-
luted, so that the fruits of liveliness will become more abundant.

물 근원을 지켜야 합니다 
Preserve the water sou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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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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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e

13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
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
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
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
다 하니라 

14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15 이제 내게로 거문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 하니라 
거문고 타는 자가 거문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16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17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
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
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18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
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19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
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20 아침이 되어 소제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
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이스라엘과 모압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고,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
돔은 연합군을 결성하여 전쟁에 나가지만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기적을 베푸십니다.

새545장(통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바람과 비가
없어도
Neither wind nor rain

열왕기하 3:13-20

열왕기하 2 Kings
3장

29
화 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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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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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And Elisha said to the king of Israel, “What have I to do 
with you? Go to the prophets of your father and to the proph-
ets of your mother.” But the king of Israel said to him, “No; 
it is the LORD who has called these three kings to give them 
into the hand of Moab.” 

14 And Elisha said, “As the LORD of hosts lives, before 
whom I stand, were it not that I have regard for Jehoshaphat 
the king of Judah, I would neither look at you nor see you. 

15 But now bring me a musician.” And when the musician 
played, the hand of the LORD came upon him. 

16 And he said, “Thus says the LORD, ‘I will make this dry 
streambed full of pools.’ 

17 For thus says the LORD, ‘You shall not see wind or rain, 
but that streambed shall be filled with water, so that you shall 
drink, you, your livestock, and your animals.’ 

18 This is a light thing in the sight of the LORD. He will also 
give the Moabites into your hand, 

19 and you shall attack every fortified city and every choice 
city, and shall fell every good tree and stop up all springs of 
water and ruin every good piece of land with stones.” 

20 The next morning, about the time of offering the sacri-
fice, behold, water came from the direction of Edom, till the 
country was filled with water.

War breaks out between Israel and Moab. Israel, Judah, and 
Edom form an allied force and go to war, but they face a cri-
sis. God works miracles through Elisha. 엘리사가 위기에 처한 연합군을 

돌아본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나
요? (14절)
Who was the reason Elisha 
worked for the allied forces in 
crisis? (3:14)

연합군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자 어떤 소식이 더하여졌
나요? (18-19절)
What blessings were added 
when the Allied Forces lis-
tened to and obeyed the 
Word of God? (3:18-19)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2 Kings 3: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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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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압은 이스라엘 아합왕 때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매번 십만 마리의 숫양과 
새끼 양을 조공으로 바쳤습니다. 그러나 아합왕이 죽자 모압은 이스라엘의 
혼란스러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반역했습니다. 여호람 
왕은 모압의 반역 사실에 놀라 위급함을 느꼈지만 하나님께 먼저 묻지 않았
습니다. 즉시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구원군을 요청했고, 당시 
유다의 속국이었던 에돔까지 연합하여 동맹군을 결성하여 모압을 치러 올라
갔습니다. 그러나 동맹군이 험한 에돔 광야를 행군한지 칠 일째 되던 날 군
사와 가축이 마실 물이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엘
리사에게 도움을 청하자, 엘리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던 유다의 왕 여호
사밧의 얼굴을 보아 방법을 일러줍니다. 
비록 바람도 비도 없는 날씨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한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 말에 순종하자 미리 파 둔 개천에 물
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모압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것
이라는 선물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서 신실하지도 않고 자격
도 없는 우리에게 순종을 명하십니다. 바람과 비 소식이 없고 마른 땅에 개
천을 파라는 것과 같은 명령을 하십니다. 그 믿음의 순종으로 하나님 경외함
을 보일 때 필요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도 큰 싸움과 문제 속에서
도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During the time of King Ahab of Israel, Moab was a tributary to Is-
rael, and offered 100,000 rams and lambs each time as tribute. But 
when Ahab died, Moab took advantage of Israel’s chaotic situation 
and rebelled against Israel. King Jehoram was surprised by Moab’s 
rebellion and felt urgency, but he did not consult God first. He im-
mediately sent an envoy to Jehoshaphat king of Judah to request 
military support and united with Edom, which was then Judah’s 
tributary. They formed an allied army and went up against Moab. 
However, on the seventh day after the allies marched through the 
harsh wilderness of Edom, soldiers and livestock ran out of water 
to drink. They turned to Elisha for help in the crisis. Although he 
wasn’t willing, Elisha made a way for Jehoshaphat, king of Judah, 
who was good in God’s sight.
There was no wind or rain, but they trusted God’s Word and began 
to dig a lot of streams in a valley. As they obeyed the Word, water 
began to fill the streams they had dug. God also gave them the gift 
of victory in the war against Moab. God commands obedience to 
us even though we are neither faithful nor worthy even when there 
are no signs of wind or rain and He gives orders like digging 
streams in dry land. He is the One who not only gives us what we 
need when we show our fear of God through obedience in faith, 
but also makes us victorious in the face of even greater struggles 
and problems.

마른 땅에 개천을 파라 
Dig a stream on dry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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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une

1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
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
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
는 바니이다 이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2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
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
나이다 하니 

3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
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4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5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
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6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
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7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
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
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계속해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 이야
기들이 소개됩니다.

새546장(통399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그릇에
다 찬지라
All the jars were full

열왕기하 4:1-7

열왕기하 2 Kings
4장

30
수 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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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w the wife of one of the sons of the prophets cried to El-
isha, “Your servant my husband is dead, and you know that 
your servant feared the LORD, but the creditor has come to 
take my two children to be his slaves.” 

2 And Elisha said to her, “What shall I do for you? Tell me; 
what have you in the house?” And she said, “Your servant 
has nothing in the house except a jar of oil.” 

3 Then he said, “Go outside, borrow vessels from all your 
neighbors, empty vessels and not too few. 

4 Then go in and shut the door behind yourself and your sons 
and pour into all these vessels. And when one is full, set it 
aside.” 

5 So she went from him and shut the door behind herself and 
her sons. And as she poured they brought the vessels to her. 

6 When the vessels were full, she said to her son, “Bring me 
another vessel.” And he said to her, “There is not another.” 
Then the oil stopped flowing. 

7 She came and told the man of God, and he said, “Go, sell 
the oil and pay your debts, and you and your sons can live on 
the rest.”

The miracle stories of God through the prophet Elisha con-
tinue to be introduced.

엘리사가 과부를 돕기 위해 먼저 
물어본 것은 무엇이었나요? 
(2절)
What were Elisha’s first ques-
tions for the widow? (4:2)

방 안에 있는 그릇을 채울 때까
지만 기름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
엇일까요? (5-6절)
Why did God allow oil to be 
supplied only until the con-
tainers in the room were 
filled? (4:5-6)

말씀 속으로
Engaging with Words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od Moment

2 Kings 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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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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인의 딱한 사정을 듣자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어 그 
여인을 돕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말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에도 그들에게 무엇이 있
는지 찾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르밧과부도 마지막으로 먹고 죽고자 
했던 밀가루와 기름을 엘리야에게 가져왔고 그것으로 기적을 경험했습
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을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그 집에 기름 한 그릇이 전부인 것을 안 엘리사는 주위 모든 이웃들에
게 빈 그릇을 있는 대로 많이 빌려 오라고 합니다. 빈 그릇을 많이 빌리
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축복의 그릇을 예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
의 그릇을 많이 준비하라는 말이었습니다. 또 순종의 그릇을 많이 준비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죽은 선지자의 아내였던 여인은 이 경험을 통해 
단순히 빚을 갚고 생활비를 얻게 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순
종하며 사는 법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삶에서 가장 큰 은혜의 그릇
을 준비하며 살게 된 것입니다.

Upon hearing the woman’s sad circumstances, Elisha wanted 
to help the woman with God’s compassion. So he asked her 
to tell him first what was in that house. Jesus told the disci-
ples to find out what was available even when performing the 
miracle of five loaves and two fish. The widow at Zarephath 
also brought flour and oil to Elijah, which she had wanted to 
eat for her last meal and experienced a miracle with it. God 
works using what we have.
Knowing that the house had only a small jar of olive oil, Elisha 
told her to borrow as many empty jars as possible from all her 
neighbors. The reason why she needed to borrow a lot of 
empty jars was to believe in God and prepare a jar of blessing. 
He meant to prepare a lot of jars of faith. It also meant to pre-
pare a lot of jars of obedience. The woman, who was the wife 
of a dead prophet, might not have simply paid off her debts 
and earned her living expenses through this experience, but 
she must have learned how to believe in God and live obedi-
ently. She came to thrive by preparing the greatest jar of grace 
in her life.

믿음과 순종의 그룻을 준비하라 
Prepare a container of faith and obed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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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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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게 무엇을 주랴! | 열왕기상 3:1-10 
●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누구의 집을 짓고 있나요? | 열왕기상 7:1-12
● 셋째 주 소그룹 모임 짝퉁 하나님을 만들다 | 열왕기상 12:25-33
● 넷째 주 소그룹 모임 하나님의 포도원 | 열왕기상 21:1-10

2021년 6월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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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

네게 무엇을 주랴! 

새364장(통482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복음성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는 질문1

이제껏	받은	선물	중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왜	최고의	선물이었나요?

본문 이해2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하
나님께	구했을	때에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10절)라고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솔로몬
이	받을	선물의	종류(an	item)를	잘	골랐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구한	이유와	태도가	하나님의	마음
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먼저,	솔로몬의	기도에는	겸손이	베어	있었습니다.	왕이	된	솔로몬은	하나
님	앞에서	자신을	한없이	낮춰	부릅니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7절)	라고	
했습니다.	자신은	비록	사람들에게는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종’일	뿐이며,	더군다나	하
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무엇	하나	스스로	할	줄	모르는	‘작은	아이’	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은	‘듣는	마음’(9절)을	구한	것입니다.	
마치,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아이처럼,	하나님께서	선악을	분별하여	마음에	들려주시는	
대로	재판하고	분별하며	살아가길	원한다는	겸손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했던	그	
태도가	바로	지혜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태도가	바로	지혜였습니다.	솔로몬이	다른	것들	
보다	지혜를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것이	아니라,	종의	자리에서	겸손히	주님의	음
성을	듣는	마음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비록	우리는	솔로몬처럼	왕도	아니

첫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열왕기상 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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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솔로몬처럼	누군가를	재판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것도	아닐	수	있지만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구
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는	마음’입니다.	

	 말씀 속으로3

1.	백성들과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1-2절)

2.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무엇이었고,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9-10절)

삶 속으로4

1.		나의	기도	제목들	중에	나를	위한	것과	하나님을	위한	것의	비율은	어느	정도	될까요?

2.	하나님을	위해	구한	것인데	도리어	나의	기쁨과	행복이	된	기도가	있다면	나눠	봅시다.

암송 구절 - 열왕기상 3:10 5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자녀와 나눔6

나를	위한	소원과	하나님을	위한	소원을	각각	하나씩	말해	볼까?

● 기도 ● 찬양 ● 말씀교제 ● 함께기도 ● 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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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둘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열왕기상 7:1-12

누구의 집을 짓고 있나요? 

새370장(통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새204장(통379장)	주의	말씀	듣고서

여는 질문1

만일,	내가	선택하는	어떤	집에도	살	수	있다면	나의	‘꿈의	집(a	dream	house)’	은	어떤	집인가요?

본문 이해2

‘하나님의	성전’이	7년	만에	건축되었다는	기록(왕상	6:38)	직후에,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건
축하는데	13년이	걸렸다는	기록(1절)이	뒤따라옵니다.	물론,	소요된	시간만	보고	단순	비교하기
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성전은	솔로몬	마음대로	크기나	양식을	결정하여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
님께서	주신	‘설계와	식양대로’(왕상	6:38)	지은	것이었고,	왕궁은	그	필요한	여러	기능에	따라	여
러	개(왕상6:2-8)의	건물이	이어져	있는	형태였기	때문에	규모면에서도	차이가	났을	것입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건축한	시간보다	자신의	집을	건축한	시간에	두	
배나	되는	시간을	할애했다는	사실을	바로	이어서	기록함으로	비교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얼만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가?’	그리고	‘얼만큼은	나의	몫이어도	
되는가?’	에	대한	현실적	질문	하며	삽니다.	본질적으로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그것을	자녀들에게	주셔서	일용할	만큼	사용하여	누리되,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
을	위해	잘	사용하는	‘선한	청지기’로	살	것을	명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도	여러	생각이	있었을	것
입니다.	“하나님	성전을	먼저	지었잖아!	왕궁은	많은	사람이	사용하는	것이니	다르지!”	그러나	그
럼에도	마음에는	무언가	죄송하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최선의	것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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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 찬양 ● 말씀교제 ● 함께기도 ● 교제

최고의	것을	드리고자	하는	고민은	그	분을	사랑한다면	‘알고도	하는	고민’입니다.	

	 말씀 속으로3

1.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완공하는데	걸린	기간은	얼마였나요?	(1절)

2.	솔로몬은	자기의	왕궁을	지을	때에	어떠한	마음의	갈등이	있었을	까요?

삶 속으로4

1.		하나님의	몫과	나의	몫	사이에서	고민했던(혹은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2.		성도는	‘하나님의	영(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그	성전을	잘	짓기	위해	어떤	믿음의	
공사(신앙의	훈련이나	습관)를	하고	있나요?

암송 구절 - 열왕기상 7:1 5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십삼	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녀와 나눔6

만일	보이는	예수님이	우리	집에서	한	달간	같이	사시게	된다면	무엇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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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셋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열왕기상 12:25-33

짝퉁 하나님을 만들다 

새405장(통458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새286장(통218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여는 질문1

가짜를	진짜인	줄	알고	속아	넘어갔던	경험을	나눠봅시다.	

본문 이해2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었습니다.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	통치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
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의	산지에	있는	세겜	성을	도성으로	삼고,	얼마	
동안	거기에서	살다가,	부느엘	성을	세우고	그리로	도성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생각하
기를	잘못하면	왕국이	다시	다윗(남쪽	유다)	가문으로	넘어갈지도	모르겠다는	위기감이	든	것입
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다가,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옛	
주인인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향하면,	자기를	죽이고	다시	유다	왕국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나라를	강대하게	하시겠다고	하셨
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의	종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지	않고	인간적인	궁리를	
하고는	계획을	세웁니다(28절).	바로	금송아지	두	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우긴	것입니다.	
짝퉁	하나님을	만들어	‘벧엘’에	하나,	‘단’에	하나를	두고	백성들로	하여금	그	산당에	가서	분향
하고	제사하게	한	것입니다.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기도	하고(31절),	유다의	절
기와	비슷한	날로	마음대로	절기를	정하기도	했습니다(32절).	모든	것이	그럴	듯해	보이는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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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 찬양 ● 말씀교제 ● 함께기도 ● 교제

였습니다.	여로보암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이	아닌	‘가짜’	하나님을	이용하는	악한	길을	
택했습니다.

	 말씀 속으로3

1.	여로보암은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계획하고	만들었나요?	(28-31절)

2.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분향하는	절기는	누가	어떻게	정했나요?	(33절)

삶 속으로4

1.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을	앞세우려	했던	경험을	나눠	봅시다.	

2.	겉으로는	하나님께	속한	것(일)처럼	보이나	실상은	가짜로	밝혀진	것(일)에	대해	나눠	봅시다.

암송 구절 - 열왕기상 12:28a 5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자녀와 나눔6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가짜	마음은	어떤	것이	있을까?

147146



4주 넷째	주	소그룹	모임	본문 열왕기상 21:1-10

하나님의 포도원 

새366장(통485장)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새268장(통202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여는 질문1

죄를	부르는	탐욕을	고집스럽게	붙잡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살핀	후에	서로	나눕시다.	

본문 이해2

이스르엘	사람	나봇이	포도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	포도원은	사마리아에	있는	아합의	왕궁	
근처에	있었습니다.	아합이	나봇에게	포도원이	자신의	궁	가까이에	있으니,	자신에게	넘기라고	합
니다.	채소	밭을	만들	것이라고	합니다.	아합은	이미	가진	것으로	넉넉했지만	나봇의	포도원을	탐하
는	욕망이	있었습니다.	아합은	나봇에게	그	포도원	대신에	더	좋은	포도원을	하나	주겠다는	제안도	
하고,	원하면	포도원	값을	치를	용의도	있다고	했습니다.	언뜻	보면,	매우	정중하고	타당한	제안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지파	별로,	가문	별로	분배	받은	땅을	파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
이었습니다.	즉,	나봇은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거절한	것입니다.	
그래도	아합은	포도원을	탐합니다.	욕심을	내려	놓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허락치	않은	것
을	얻고자	하는	탐욕이	있었고,	그	마음을	접지	못해	식사도	하지	않을	정도로	답답해	했습니다.	급
기야,	왕비	이세벨이	거짓	증인을	내세워	나봇에게	누명을	씌우고는	살인죄까지	저지릅니다.	그리
고	기어이	그	포도원을	빼앗고	맙니다.	하나님	앞에서	허락되지	않은	것을	내려	놓지	않으면	그	탐
욕은	곧	죄로	이어집니다.	그	욕심을	내려	놓지	않고	품고	있는	것은	죄가	당도하기를	기다리고	있
는	것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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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 ● 찬양 ● 말씀교제 ● 함께기도 ● 교제

	 말씀 속으로3

1.나봇이	아합에게	포도원을	팔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3절)

2.	포도원을	팔	수	없다는	나봇의	이야기를	들은	아합의	태도는	어떠했나요?	(4절)

삶 속으로4

1.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포기가	되지가	않아	고민했던	경험을	나눠	봅
시다.	

2.	욕심을	내려	놓지	못했을	때	그것이	화가	되어	돌아왔던	경험을	나눠	봅시다.	

암송 구절 - 열왕기상 21:3 5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자녀와 나눔6

부모님에게	혼날	줄	알면서도	행동으로	옮겼던	경험이	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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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1 The	First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1 Kings 3:1-10

What do you want?

Opening Question1

What	was	the	best	gift	you’ve	ever	received?	And	why	was	it	the	best	gift?

Understanding today’s passage2

In	the	Bible,	there	is	no	statement	that	Solomon	asked	God	for	“wisdom”.	But	when	
Solomon	asked	God,	“The	Lord	was	pleased	with	what	Solomon	had	asked.”	(3:10)	To	
be	precise,	it	is	not	because	Solomon	chose	the	right	gift	to	request,	but	the	intention	
and	attitude	in	his	inquiry	was	pleasing	to	God.	First,	there	was	humility	in	Solomon’s	
prayer.	Solomon,	who	had	become	king,	called	himself	infinitely	low	before	God.	He	
said	“I	am	like	a	little	child	who	doesn’t	know	his	way	around.”	(3:7)	He	confesses	that	
although	he	is	a	“king”	to	people,	he	is	only	a	“slave”	in	front	of	God,	and	he	states	that	
he	is	a	“little	child”	who	does	not	know	how	to	do	anything	without	God’s	help.	That	is	
why	Solomon	asked	for	a	“discerning	heart.”	(3:9)
Like	a	child	who	listens	to	his	parents	and	obeys,	it	is	Solomon’s	confession	of	hu-
mility	that	he	wants	to	discern	good	from	evil	and	judge	and	live	according	to	God’s	
will.	That	attitude	of	humility	before	God	is	wisdom.	That	attitude	of	fearing	God	is	
wisdom.	Solomon	pleased	God	not	because	he	sought	wisdom	above	all	others,	but	
because	he	humbly	asked	for	the	heart	to	listen	to	the	voice	of	the	Lord	in	the	posi-
tion	of	a	servant.	Although	we	may	not	be	kings	like	Solomon,	and	we	may	not	hav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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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to	judge	someone	like	Solomon,	we	can	ask	wisely	like	Solomon.	It	is	a	heart	that	
humbly	listens	to	God’s	Word.

Into the Word3

1.	Why	did	the	people	and	Solomon	sacrifice	on	the	high	places?	(3:1-2)

2.	What	was	Solomon	asking	of	God,	and	how	did	God	feel?	(3:9-10)

Into our Life4

1.		What	is	the	proportion	of	my	prayer	topics	between	those	for	me	and	those	for	
God’s	work?

2.		I	prayed	for	God’s	work,	but	if	that	prayer	became	my	joy	and	happiness,	let’s	share	
it.

Memory Verse - 1 Kings 3:105

“It	pleased	the	Lord	that	Solomon	had	asked	this.”

Sharing with your children6

Shall	we	say	one	wish	for	me	and	one	wish	for	God?

The	First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1 Kings 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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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2 The	Second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1 Kings 7:1-12

Whose house are you building?

Opening Question1

If	I	can	live	in	any	house	I	choose,	what	kind	of	house	is	my	“dream	house?”

Understanding today’s passage2

As	soon	as	the	Bible	said	that	it	took	Solomon	7	years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of	the	temple	(1	Kings	6:38),	it	also	mentioned	that	it	took	him	13	years	to	complete	
the	construction	of	his	palace	(7:1).	Of	course,	it	may	not	be	fair	to	compare	the	con-
struction	time	spent	for	the	temple	with	that	for	the	palace.	Solomon	could	not	arbi-
trarily	decide	the	size	and	shape	of	the	temple	but	he	had	to	follow	the	specifications	
given	by	the	LORD	(1	Kings	6:	38),	and	the	palace	needed	many	structures	to	be	built	
congruent	to	each	other	so	the	overall	sizes	might	have	been	different.	Nevertheless,	
the	Bible	makes	comparisons	by	immediately	recording	the	fact	that	Solomon	spent	
twice	as	much	time	building	his	own	palace	than	building	God’s	house.
During	our	faith	journey,	we	often	encounter	realistic	questions	of	“how	much	do	
we	offer	to	God?”	and	“how	much	should	I	allow	for	my	portion?”	Basically,	all	things	
belong	to	God	because	He	is	the	owner	of	the	universe.	But	at	the	same	time,	God	
has	allowed	His	children	to	own	worldly	materials	to	be	used	and	enjoyed	for	daily	life	
but	commanded	His	people	to	be	“good	stewards”	to	use	the	materials	for	the	will	
of	God	and	for	the	kingdom	of	God.	We	can	imagine	that	all	kinds	of	thoughts	m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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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cond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1 Kings 7:1-12

have	passed	through	Solomon’s	mind.	“I	built	the	temple	of	God	first!	The	palace	is	
different	because	so	many	people	use	it!”	But	a	part	of	him	must	have	experienced	
regret	and	discomfort.	The	anxiety	you	feel	when	you	want	to	give	God	the	best	is	an	
“inevitable	mental	conflict”	if	you	love	God.	

Into the Word3

1.	How	long	did	it	take	Solomon	to	complete	his	palace?	(7:1)

2.		What	kind	of	mental	conflict	might	Solomon	have	experienced	when	he	built	his	
palace?

Into our Life4

1.	What	was	your	conflict	between	determining	God’s	share	and	your	share?

2.		Believers	are	“the	temples”	where	the	Spirit	of	God	(the	Holy	Spirit)	resides.	What	
kind	of	work	of	faith	(discipline	or	habit)	are	you	doing	to	build	that	temple	well?

Memory Verse - 1 Kings 7:15

“Solomon	was	building	his	own	house	thirteen	years,	and	he	finished	his	entire	
house.”

Sharing with your children6

What	would	be	different	if	the	visible	Jesus	lives	in	your	house	for	a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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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3 The	Third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1 Kings 12:25-33

Fake gods fabricated

Opening Question1

Let’s	share	the	experience	of	being	tricked	into	thinking	that	the	fake	was	real.

Understanding today’s passage2

Israel	was	divided	into	the	north	and	the	south.	Judah	in	the	south	was	ruled	by	Re-
hoboam,	and	Jeroboam	ruled	Israel	in	the	north.	Jeroboam	took	the	city	of	Shechem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s	his	capital,	and	after	living	there	for	some	time,	he	
built	the	city	of	Peniel	and	moved	the	capital	there.	However,	Jeroboam	felt	a	sense	
of	crisis	that	his	kingdom	may	pass	back	to	David’s	(Judah	in	the	South)	family.	If	the	
people	went	up	to	offer	sacrifices	to	the	temple	in	Jerusalem,	their	hearts	might	turn	
to	their	former	master,	Rehoboam	king	of	Judah.	Jeroboam	thought	they	might	kill	
him	and	return	to	the	kingdom	of	Judah.
Previously,	God	told	Jeroboam	that	if	he	obeys	God’s	words,	He	would	make	the	
country	powerful.	However,	he	did	not	cherish	the	word	of	God	given	through	the	
Lord’s	servant	and	instead	planned	with	human	ingenuity.	(12:28)	He	made	two	gold-
en	calves	and	declared	that	they	were	god.	He	made	fake	gods,	put	one	in	“Bethel”	
and	one	in	“Dan”,	and	made	the	people	go	to	the	high	place	to	burn	incense	and	sac-
rifice.	Some	people	who	were	not	Levites	were	appointed	as	priests	(12:31),	and	set	
their	own	feasts	on	days	similar	to	Judah’s	feasts.	(12:32)	Jeroboam	chose	the	wi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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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ird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1 Kings 12:25-33

ed	way	of	using	the	“fake”	god,	not	the	way	to	fear	the	“real”	God.

Into the Word3

1.	What	did	Jeroboam	plan	and	implement	to	protect	his	kingship?	(12:28-31)

2.	Who	instituted	the	festival	for	the	Israelites?	(12:33)

Into our Life4

1.	Let’s	share	an	experience	of	trying	to	use	God’s	Word	or	will	for	what	I	want.

2.		Let’s	talk	about	things	(ministry)	that	seem	to	belong	to	God	on	the	outside,	but	
turn	out	to	be	fake.

Memory Verse - 1 Kings 12:28a 5

“So	the	king	took	counsel	and	made	two	calves	of	gold.	And	he	said	to	the	people,	“You	
have	gone	up	to	Jerusalem	long	enough.”

Sharing with your children6

When	we	worship	God,	what	are	some	fake	devotions	that	God	h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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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ek 4 The	Fourth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1 Kings 21:1-10

God’s Vineyard

Opening Question1

Let’s	share	with	each	other	after	examining	ourselves	to	see	if	we	are	stubbornly	
holding	onto	sinful	greed.

Understanding today’s passage2

Naboth	the	Jezreelite	had	a	vineyard	in	the	land	of	Jezreel,	which	was	near	the	palace	
of	Ahab	king	of	Samaria.	Ahab	tells	Naboth	that	his	vineyard	is	near	the	palace,	so	he	
asks	Naboth	to	hand	it	over.	Ahab	wants	to	build	a	vegetable	garden.	Ahab	already	
had	enough,	but	harbored	evil	by	coveting	another’s	vineyard.	Ahab	even	offered	to	
give	him	a	better	vineyard	instead,	and	he	even	said	he	was	willing	to	pay	for	it.	At	first	
glance,	it	seems	very	polite	and	reasonable.	However,	it	is	against	the	Old	Testament	
law	to	sell	the	land	distributed	by	tribe	and	by	family.	In	other	words,	Naboth	rejected	
Ahab’s	offer	in	order	to	keep	God’s	commandments	regardless	of	his	own	will.
Still,	Ahab	coveted	the	vineyard	and	couldn’t	give	up	his	desire.	He	was	greedy	to	take	
what	God	didn’t	allow.	He	was	so	sorrowful	and	frustrated	that	he	didn’t	even	eat.	Fi-
nally,	Jezebel	sets	up	a	false	witness,	accuses	Naboth	of	murder,	and	finally	takes	the	
vineyard.	If	you	do	not	put	down	what	is	not	allowed	before	God,	that	greed	will	lead	
you	to	sin.	Embracing	that	greed	without	letting	go	is	like	waiting	for	sin	to	arr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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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ourth	Week	Small	Group	Meeting	Today’s	Passage	1 Kings 21:1-10

Into the Word3

1.	Why	did	Naboth	tell	Ahab	that	he	couldn’t	sell	the	vineyard?	(21:3)

2.		What	was	Ahab’s	attitude	when	he	heard	Naboth’s	story	that	his	vineyard	was	not	
for	sale?	(21:4)

Into our Life4

1.		Let’s	share	an	anxious	time	when	you	couldn’t	give	up	something	that	God	wasn’t	
pleased	with.

2.		Let’s	share	an	experience	that	turned	into	a	disaster	when	you	couldn’t	let	go	of	
your	greed.

Memory Verse - 1 Kings 21:35

“But	Naboth	said	to	Ahab,	“The	LORD	forbid	that	I	should	give	you	the	inheritance	of	
my	fathers.”	

Sharing with your children6

Have	you	ever	disobeyed	and	done	something	even	though	you	knew	you	would	be	
punished	by	your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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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귐의 기도

항상 
기도하라, 
자유로운 
영성으로
김영봉 목사 (와싱톤 사귐의교회, VA) 

하나님과 매 시간 더불어 살아간다 해도 
따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과의 대면에 집중
하는 경험은 꼭 필요하다. 그 대면하는 시간
이 충실할 때 하루종일 하나님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다. 따라서 매일 일정한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시간을 지키는 습관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때 조심해야 할 일이 있다. 정해
진 시간을 고수하는데 너무 집착하지 말라
는 것이다. 

만약 아침 6시부터 기도하기로 정했다면 
가능한한 시간을 지키는 것이 좋다. 하지만 
때로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해야 할 경우가 있
다. 정해진 기도 시간을 하나님과의 약속이
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럴 때 죄책감을 느
낀다. 죄책감 때문에 충실하고 즐겁게 일하
지도 못하며 다른 이에게 불평하고 짜증낼 
수도 있다. 그것은 영성생활에 큰 손상을 입
힌다. 

예수님은 기도에 대한 가르침에서 늘 하나
님을 ‘자애로운 아버지’에 비유하셨다.

기도는 자애로운 아버지와 누리는 애정 깊
은 사귐이다. 자녀인 우리는 늘 아버지와 함
께 살아간다. 따라서 가능한 한 약속시간을 
지키되, 피치 못할 일이 생기면 즐거이 그 일
을 하는 것이 좋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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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그 일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는 목적이 분명한 한, 모든 행동이 ‘몸
으로 드리는 기도’임을 잊지말 일이다. 일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즐겁게 그 일을 한다. 일을 마친 후 기도할 시간을 찾으면 된다. 

영성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로움’과 ‘자연스러움’이다. 굳어 버리면 영
성은 죽는다. 진정한 자유로움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때 경험할 수 있다. 하나
님 안에서 모든 껍질을 벗어 버리고 그분이 인도하는 대로 물 흐르듯이 따라가는 
것이 영성생활의 원리다. 기도에서도 이러한 자유로움은 존중되어야 한다.

전통적으로 기도시간은 아침과 밤이 적합하다고 여겨져왔다. 이것은 모든 종
교의 전통이 동의하는 바다. 새벽기도회가 생긴 것도 이런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
다. 새벽기도 전통은 시편에도 나온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랐사오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시 119:147-148)

새벽기도는 예수님의 습관이기도 했다. 예수님은 동 트기 전에 일어나 기도에 
몰두하곤 하셨다. 이러한 습관이 그분으로 하여금 하루종일 성령 충만하게 해주
었을 것이다. 이른 아침에 일어나 기도로 하루를 여는 것은 매우 유익한 습관이
다. 이런 점에서 새벽기도회에 나아가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기도했느냐이다. 단순히 새벽예배에 
참석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새벽에 충분히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은 하루 
중 다른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새벽예배 시작 전에 개인 기도할 수 있도록 서두르
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하나님과 얼마나 밀도 있게 만나느냐가 중요하지, 얼마나 자주 교회 행사에 참
여했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기도로 하루를 여는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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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방해하는 모든 일을 거부해야 한다. 오랫
동안 익숙해져 끊기 힘들다 해도 무엇이 더 중요한지 판단하고 결단해야 한다. 

일상생활 중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틈을 찾아야 한다. 단 5분이라도 좋다. 잠깐 
동안의 기도는 일에 몰두하느라 잊었던 하나님을 다시 찾는 좋은 습관이다. 이러
한 습관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사귐을 지속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시
간을 만들어 기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시간을 만들어 기도하는 습
관은 분주한 일상의 성소가 되어 신선한 힘을 지속적으로 공급해준다. 그렇다고 
자신의 업무를 소홀히 하면서까지 기도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그분께 드리는 제사처럼 업무를 처리하면 그것이 바로 기도가 된다. 

하루를 기도로 마치는 것도 중요하다. 잠자기 전 시간을 정해 홀로 기도에 몰입
하는 것이다. 하루 동안 자신이 한 행동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영과 얼마나 밀도 
있게 교제했는지 평가해 본다. 부족했던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잘한 점에 대해 감사
드린다. 그 날 만났던 사람들을 생각하며 중보기도를 올린다. 그리고 하나님의 따
뜻한 품 안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맡긴다.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시 63:6-7)

잠자리에 들기 전 혹은 잠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는 시편 저자의 영
성이 놀랍지 않은가? 하루를 마무리하는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런 기도
라야 영혼에 진정한 안식을 준다. 기도를 통해 하루를 정리하고 휴식을 취하려면 
많은 것을 버려야 한다. 늦게까지 TV를 보는 습관은 버려야 할 첫 번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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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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재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김영봉 목사님과 IVP-한국기독학생회 출판부에 감사드립니다. 

늦게까지 먹고 마시는 습관도 줄여야 한다.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은 마무리 기도를 
너무 늦추지 말라는 점이다. 피곤하여 잠에 빨려 들어갈 때 기도하려고 애쓰면 오
히려 괴로움만 커지고 제대로 기도할 수 없다. 따라서 잠에 짓눌리기 전에 미리 기
도하는 게 좋다. 

가족과 함께 저녁기도를 드리는 것도 추천할 만하다. 세속문화로 가정이 급속
하게 파괴되어가는 상황에서 가정예배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악한 세력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것이 가정예배다. 이 예배를 통해 어
린 자녀들은 신앙을 전수받는다. 기도하는 법을 배우고 예배 드리는 법을 배운다. 
부모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 정식으로 드리는 가정예배가 불
가능할 경우, 저녁 식사를 위해 식탁에 모였을 때 공동기도를 드릴 수 있다. 짧은 
시간이지만 기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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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희 목사 (Waco 한인 연합감리교회)
저서로는 <광야를 읽다> <광야를 살다> 외 다수가 있다. 

광야를 읽다 5

광야와 
가나안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년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 부자도 가난한 사람
도 없었다. 남보다 땅을 많이 갖거나 더 큰 집에 사는 사람도 없었다. 성
공한 사람도 실패한 사람도 없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없었다. 창고를 가진 사람이 없었다. 모아놓고 사는 사람이 없었다. 누
구도 내일 먹을 양식을 쌓아놓은 사람이 없었다. 누구나 다 짐이 되지 
않을 만큼만 소유했다. 지금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아가고 있는 베
두인들은 최소한만큼만 소유하고 살아간다. 나귀에 짐을 싣고 이사 갈 
수 있을 만큼만 갖고 살아간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그렇게 살
아갔다. 아무도 탐욕이나 물질 문명에 사로잡혀 살지 않았다. 누구도 
다른 사람과 경쟁하며 살지 않았다. 하지만 광야는 불편하다. 모든 것
이 부족하다. 광야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거의 없다. 광야에서는 살아
남기만 해도 천만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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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약속의 땅”이다. 가나
안에 들어가면 좋은 집을 짓고 금은이 증식되며, 수양이 번식하고, 소
유가 풍부하게 되고, 창고를 짓고 배가 부르게 살수 있다(신 8:12-13) .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을 동경하는 것 아닌가? 빨리 이 지긋지긋한 광
야를 벗어나 가나안에 들어가서 좋은 집을 짓고 큰 창고를 짓고 물질적
인 풍요와 안락함을 누리고 싶어하는 것이다. 가난이 싫어서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일 것이라
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다. 남보다 더 큰 집을 짓고, 더 많
은 땅을 차지하고, 더 큰 창고를 짓고, 더 많이 모으고, 더 부자가 되고, 
더 큰 권세를 잡고, 더 큰 힘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러기 위해서 
경쟁을 해야 했다. 그러다 보니 부자도 생기고 가난한 사람도 생겼다. 
성공하는 사람도 생기고 실패하는 사람도 생겼다. 힘 있는 사람도 생기
고 힘 없는 사람도 생겼다. 광야 에서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고 말았
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이 바로 가나안의 모습과 똑같지 않
은가?

광야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노력해서 산 사람은 없었다. 모두
가 다 똑같이 살았다. 다 똑같이 움직였다. 모두가 다 하나님만 바라보
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다. 광야를 지날 때
는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내려왔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그러나 가나안
에 들어가서는 모든 것이 아래로부터 났다. 땅에서 났다. 광야를 지날 
때는 위를 바라보며 살아갔다. 모든 것이 위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나안에서 살 때
는 땅만 바라보며 살았다. 모든 것이 땅에서 나왔기 때문이다. 더 이상 
위를 바라보지 않아도 되었다. 더 이상 기적이 필요하지 않았다.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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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하나님이 별로 필요하지 않게 되고 말았다. 광야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가나안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곳이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염려했던 대로 ”네 마음
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말았다(신 8:14).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바알을 섬겼다. 바알은 농사를 
잘 짓게 해준다는 신이었다. 바알은 비를 내려주는 신이었다. 풍요와 
다산의 신이었다. 광야에서는 알지 못했던 신이었다. 광야에서는 바알 
신이 필요하지 않았다. 농사를 짓지 못하는데, 비를 내려주는 신이 무
슨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와서는 농사를 져야 한다. 
성공해야 한다. 잘 살아야 한다. 그런데 바알이 욕심과 욕망을 채워준 
다니 어찌 그 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광야에 들어가면 비우게 된다. 무엇을 더 얻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있는 것에 자족하며 살아간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 자족하지 않는다.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다. 더 많이 소유해야 하고 더 크게 성공해야 
하고 더 많이 누리려고 한다. 가나안에 들어가면 탐욕에 사로잡혀 살
게 된다. 바알을 따라 가게 된다. 가나안이 광야보다 더 위험하다. 그래
서 광야를 지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가나안
에서 살 때는 은혜 위에 은혜가 필요하다.

바알의 세상에서 바알 없이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스라
엘이 실패한 곳은 광야가 아니라 (광야에서도 실패하기는 했지만) 가
나안이었다. 바알이 지배하는 가나안에서 바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만 섬기도록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을 지나며 하나
님만 섬기는 훈련을 받게 하셨다. 광야를 지나면서 욕심과 욕망을 모
래 속에 파묻는 훈련을 받게 하셨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성
공과 형통과 축복을 얻기 위해 바알을 따라가고 말았다. 광야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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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 동안의 세월이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만 것이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로 되돌려 보내셨다. 그들에게 광야

가 더 필요했기 때문이다. 더 내려놓고, 더 비우는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해, 바알이 지배하는 가나안에서도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가나안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더 깊은 광야로 몰아내셨다. 그 광야가 바로 바
벨론 포로 광야였다. 이번 광야는 지난 번 광야보다 더 깊은 광야였다. 
40년이 아니라 70년을 지나야 하는 광야였다.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
야가 아니라 가나안에서 쫓겨난 광야였다.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
어나 가나안으로 가는 광야가 아니었고,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야 하는 광야였다.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는가?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광야 에서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잘 훈련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에 들어
가서 바알을 따라가게 될 것이고, 결국 다시 광야로 쫓겨나고 말 것이
다. 빨리 광야를 지날 생각만 하지 말고, 어떻게 이 광야를 잘 지날 것인
가를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지금 지나는 이 광야를 어떻게 지내느냐
에 따라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에서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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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말시대, 다시 배우는 소그룹 3

소그룹의 정체성 
- 교회 안의 작은 교회  
박동찬 목사 (일산 광림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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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웨슬리는 교회를 보편적이며 우주적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보편적이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합니다. 개체교회들은 시대와 환경, 문

화적 상황 속에서 형성된 나름대로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보편성을 잊지 말아야 합니

다. 교회 안의 작은 교회인 속회 역시 다양한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보편적이며 우주적인 교

회로서의 자기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공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속회는 지속적으

로 속회원들의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확증해 나가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9-10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된 교회입니다. 웨슬리는 그

의 설교 “교회에 대하여 (Of the Church)”에서 교회가 ‘한 하나님, 한 주님, 한 성령, 한 믿

음, 한 희망, 한 세례’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역사적으로 목회와 성례, 예전을 통한 연속성

을 통해 교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통일성을 견지하려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 몸 공동체’인 속회도 언제나 일치와 협력을 통해 하나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함께 해 

나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25-27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보편성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통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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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슬리는 성도들을 부르신 주님이 거룩하기 떄문에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도

의 차이는 있을지라도 거룩하다고 말합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거룩하고 성도들

은 거룩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 거룩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속회도 이러한 의미들을 인식하고 거룩한 공동체로서 정결함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성화를 위한 영적 훈련의 장이 되도록 힘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3:16-17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웨슬리는 교회가 사도권을 계승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권의 계승이란 ‘사도적인 증

언’과 ‘사도적인 정신’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말씀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명 공동체로서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소그룹(속회)

도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힘써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마태복음16:15-18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할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헤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거룩한 성도, 거룩한 소그룹 

사명 공동체로서의 사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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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교회가 보편성, 통일성, 거룩성, 사도성의 네 가지 속성을 가져야 하듯이 소그룹

(속회)도 네 가지 속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잇는 성결의 누룩이 

될 수 있고, 교회 안에 존재하는 작은 교회로서의 분명한 정체성과 가치를 갖게 될 수 있습

니다.

박동찬 목사는 감신대학원과 웨슬리신대원(신학석사, 목회학박사)을 마치고, 감리교 속회연구원 
원장, 일산광림교회 담임목사로 한국교회를 섬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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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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o.missionfund.org/tph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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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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go.missionfund.org/tph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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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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9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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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독변경 및 신청문의 salesusa@hosanna.net

교회를 세우는 느헤미야운동 
Nehemiah Project P.O. Box 5553, Englewood, NJ 07631

 이메일 kumcdevotion@gmail.com
 발행인 류재덕(연합감리교회 한인 총회장)
 운영위원장 이성현(한인총회 느헤미야 운동)
 편집인 류계환(한인총회 선교총무) 
 편집기획 김종완(느헤미야 운동)
 영어번역 양훈, 박길재, 김종완, Ester Kim 
 목회자 기획위원 강현식, 권혁인, 김기천, 김다위, 도은배, 배혁,

 서준석, 오치용, 이광훈, 조선형, 한명훈, 류재덕
 평신도 편집위원 유경진, 정창호, 조숙희, 하금숙, 조윤희
 편집문의 kumcdevotion@gmail.com
 배송/결제문의 salesusa@hosanna.net / 562-944-5344(호산나미디어)

함께 하신 분들 

 언덕 위의 소리(Voices from The Hill) / 소그룹 모임 교재

 조선형 목사 (시카고 예수사랑 감리교회, IL)

 주일 칼럼

 구진모 목사 (윌셔연합감리교회, CA)
 김정민 목사 (희망연합감리교회, CA)
 서오석 목사 (나성 평화 장로교회, CA)
 정성호 선교사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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