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OW UP
But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may grow up
into him in all things, which is the head, even
Christ: (Ephesians 4:15, 에베소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우리가] 모든 면에서 그분 속으로 충만하도록 성장하여야 합니
다. 그분은 머리요, 진정 그리스도입니다.

오늘의 설교는, ‘성장하라’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라, 그리스도안에서,
그리스도가 되도록 성장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랑으로 말하면서.
주: 한국어 번역은, keepbible의 킹제임스성경을 사용하였고, 필자의 생각에 따라, 필요한 부분은 편집하였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성장 되었나요?

Examine yourselves, whether ye be in the faith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2 Corinthians 13:5, 고린도후서)

Religion
여러분의 신앙성장을 1에서 10까지 측정하면, 얼마일까요?
11?
내가 주일성수하고, 십일조내고, 봉사하니까, 그렇게 생각하나요?
혹시, 그것이 종교행위 (Religion)는 아닌지요?

“Opening Prayer”
Our Father in heaven, we thank you for everything.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Though we are going through ‘the winter of despair,’ we are waiting for ‘the spring of
hope.’ (Charles Dickens)
챨스 디킨스의 말대로, 우리는 지금 실망의 겨울을 지나고 있지만, 소망의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We want to hear your word, to increase in the knowledge of God (Col 1:10).
당신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We want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Jesus Christ. (Romans 8:29)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부합되고자 합니다.
For that, we know we need to grow up by reading and studying your word.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함을 깨닫고 있습니다.
Thy word is a lamp unto our feet, and a light unto our path (Psalm 119:105)
당신의 말씀은, 우리 발을 비추어 주는 등불이요, 가는 길을 밝혀주는 빛임을 고백합니다.
Guide us. We pray in Jesus’ name, Amen.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mine yourselves, whether ye be in the faith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2 Corinthians 13:5)

"For therein [in the gospel] is the righteousness of God
revealed from faith to faith: as it is written,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이
것은 기록된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Romans 1:17 로마서)
"So then faith cometh by hearing, and hearing by the
word of God."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
에 의해 오느니라

(Romans 10:17)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서, 의로워지고, 천국에 가고, 지옥으로 가지 않는 것입니
다.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믿고,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Are you a babe?
"I have fed you with milk, and not with
meat: for hitherto ye were not able to
bear it, neither yet now are ye able."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음식으로 하지 아니
하였나니, 이는 지금까지 너희가 그것을 능히
감당하지 못하였으며, 지금도 능히 못하기 때문
이라.(1 Corinthians 3:2) 고린도전서

"As newborn babes, desire
the sincere milk of the word,
that ye may grow thereby:"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
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1 Peter 2:2) 베드로전서

"For ye are yet carnal: for whereas
there is among you envying, and
strife, and divisions, are ye not carnal,
and walk as [natural] men?”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
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1
Corinthians 3:3) 고린도전서

고린도교회는 분열, 음행이 난무하는 육신적교회이었습니다. 이들은 말
씀을 읽고,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하는 자들입니다

Are you a Youth?
"That we henceforth be no more
children, tossed to and fro, and carried
about with every wind of doctrine, by
the sleight [trickery] of men, and
cunning craftiness [deceit], whereby
they lie in wait to deceive;”

From whom the whole body fitly joined together
and compacted by that which every joint supplieth,
according to the eﬀectual working in the measure
of every part, maketh increase of the body unto
the edifying of itself in love.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의 효력 있는 일에 따
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
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Ephesians 4:16)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
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
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
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
하고 (Ephesians 4:14)
"But speaking the truth in love, may
grow up into him in all things, which is
the head, even Christ:"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
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Ephesians 4:15)

당신은 젊은이인가요?어린아이 처럼 잘못된 교리에 우왕좌왕하지 않나요? 악한
자들의 간계에 속지는 않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게 성장하고 있나요? 우리
한사람 한사람이 성장하면, 믿는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지요

"And take the helmet of salvation, and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Are you a soldier?
"Thou therefore endure
hardness, as a good soldier of
Jesus Christ."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Ephesians 6:17)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로서 고난을 견디어 내라. (2 Timothy
2:3)

"No man that warreth entangleth
himself with the aﬀairs of this
life; that he may please him who
hath chosen him to be a soldier."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
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
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2
Timothy 2:4)

당신은 전사인가요? 세상일에 바쁘지 않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복음을 사랑으로 전하
는, 전사인가요? 당신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었나요?

How much are you conformed to
the image of Jesus?
당신은 예수님의 모습에 얼마나 부합되나요?
“28 And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em that
love God, to them who are th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29 For whom he did foreknow, he also did predestinate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ethren." (Romans 8:28-29)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29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
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지금 고난을 받고 있나요?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죄, 교만과 욕심으로 찬 우리의 모습을, 자신의 모습으로 - 의로움, 겸손
과 자비, 사랑이 가득찬 -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Do you speak the language of Christians?
당신은 크리스챤의 언어를 말하고 있나요?
"If any man speak, let him
speak as the oracles of
God; if any man minister, let
him do it as of the ability
which God giveth: that God
in all things may be glorified
through Jesus Christ, to
whom be praise and
dominion for ever and ever.
Amen." (1 Peter 4:11)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
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
일을 하라.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
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
를 원하노라. 아멘. (베드로전서
4:11)

크리스챤의 언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성경을
인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Look at how Jesus fought Satan’s temptations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을 물리치셨나?
"But he answered and said, It is written,
Man s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t by
every word that proceedeth out of the
mouth of God." (Matthew 4:4)

4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
였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4)

"Jesus said unto him, It is written again, 7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또 기록된
바,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Thou shalt not tempt the Lord thy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태복음 4:7)
God." (Matthew 4:7)
"Then saith Jesus unto him, Get thee
hence, Satan: for it is written, Thou shalt
worship the Lord thy God, and him only
shalt thou serve." (Matthew 4:10)

10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사탄
아, 너는 여기서 물러가라. 기록된바, 너는
[주] 네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길지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
음 4:10)

예수님은 사탄이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여러분은 유혹을 받을 때, 성경구절을 인용하여,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나요?

1. Read
OLD TESTAMENT
NEW TESTAMENT
PSALMS
PROVERBS

3/929 CHAPTERS
1/260
5/150
1/31

1189 CHAPTERS

"For this cause also thank we God without ceasing, because,
when ye received the word of God which ye heard of us, ye
received it not as the word of men, but as it is in truth, the
word of God, which eﬀectually worketh also in you that
believe.”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
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
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하느니라.

(1 Thessalonians 2:13 데살로니가전서)
여러분들을 선하게 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과 어긋나는 인간의 말은, 잔소리로서, 거짓말로서, 인간을 파괴합니다.

2. Think
"This book of the law shall
not depart out of thy mouth;
but thou shalt meditate
therein day and night, that
thou mayest observe to do
according to all that is written
therein: for then thou shalt
make thy way prosperous,
and then thou shalt have
good success." (Joshua
1:8)

너는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네 길을 형통하
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여호수아 1:8)

성경을 읽을 때, 생각을 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읽은 것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에 따라 행동을 해야합니다. 그것이 크리스챤의 성공입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행복합니다 (Happy is the man who findeth wisdom 잠언 3:13).

3. Ask
“...가장 중요한 건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
이라고 믿고 있다. 또 아직 완전히 정립되
지 않은 분야를 탐구할 수 있는 열정을 길
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Maschil of David; A Prayer when he was in the
cave. I cried unto the LORD with my voice; with my
voice unto the LORD did I make my supplication."
"I poured out my complaint before him; I shewed
before him my trouble." (Psalms 142:1-2)

―호기심과 열정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
야 하나.

1 (다윗의 마스길, 그가 동굴에 있을 때에 드린 기도) 내가 내 목소리
로 {주}께 부르짖으며 내 목소리로 {주}께 간구하였도다.
2 내가 나의 원통함을 그분 앞에 쏟아 놓으며 나의 고난을 그분 앞에
보였도다.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왜 믿으며,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지속적으로 물어야합니다.
왜, 악한 자는 잘되고 (이 세상에서), 어떤
크리스챤들은 잘 되고 (이 세상+천국), 그
러나, 어떤 신실한 크리스챤들은 왜 저렇게
힘들면서도 기쁘게 복음을 전하는지? 그들
은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무슨 소망이 있
기에, 저렇게 의연할 수 있는가? 묻고, 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In 2009, Yonath received
the Nobel Prize in
Chemistry or her studies on
the structure and function of
the ribosome, becoming the
first Israeli woman to win
the Nobel Prize out of ten
Israeli Nobel laureates,[2] the
first woman from the Middle
East to win a Nobel prize in
the sciences,[3] and the first
woman in 45 years to win the
Nobel Prize for Chemistry.[

“결국 중요한 건 질문이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아이가 부모에게 질문을 할 때 두
려움이 없이 궁금한 것을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학교 선생님도
마찬가지다. 아이들이 학교와 집에서 관
심이 생기는 것에 자유롭게 질문할 수 있
어야 한다. 설령 아이의 질문이 부모나 선
생님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도 괜찮다. 그
런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 호기심과 열
정을 키우는 데 질문만큼 중요한 것은 없
다.”
1939년 예루살렘에서 유대교 성직자(랍비)의 딸로 태어난
그는 단백질 합성 및 유전자 전달에 관여하는 세포 내 소기
관 ‘리보솜’ 연구의 선구자다. X선 결정학 기술로 리보솜의
3차원 구조를 밝혀낸 공로로 마리 퀴리(1911년·프랑스),
퀴리의 딸 이렌 졸리오퀴리(1935년·프랑스), 도러시 호지
킨(1964년·미국)에 이어 여성으로는 네 번째로 노벨 화학
상을 받았다.

“Ye are the light of the world.”
Matthew 5:14

지금 세상은 캄캄합니다. 우리 크리스챤은 자신이 별볼일 없는 질그릇으로 생각하고 무
기력에 빠집니다, 그러나 어둠을 밝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입니다.
세상이 캄캄할수록, 우리는 세상의 빛으로서, 우리 주위를 밝혀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