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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How Should Christians Respond To Violence?

■ 오늘의 본문말씀 : 로마서 12:19 &에베소서 6:13
Good morning! 안녕하십니까!

Everyone is welcome to worship with Incheon International Baptist Church. 인천국제침례교회에서예배
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Miss Priyanka and Miss Quynh, thank you so much for being here with us this morning. 프리양카양과
퀸 양도 오늘 아침 이곳에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oday’s main verses are Romans 12:19 and Ephesians 6:13. 오늘의 주 성경구절은 로마서 12:19절과 에베
소서 6:13절입니다.
『Romans 12:19』 19 Dearly beloved, avenge not yourselves, but [rather] give place unto wrath: for it is written,

Vengeance [is] mine; I will repay, saith the Lord.
『로마서 12:19』 19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Ephesians 6:13』 13 Wherefore take unto you the whole armour of God, that ye may be able to withstand in the

evil day, and having done all, to stand.
『에베소서 6:13』 13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 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

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 Introduction서론
A couple of months ago one of my acquaintances sent me a short text message as follows: 몇달전한지인이
제게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Thank you all the time. I would like you to preach on the subject of Christianity and Violence or How

Should Christians Respond to Violence?” “항상 감사드립니다. 기독교와 폭력 혹은 그리스도인은 폭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I don’t know the exact reason why he asked me to preach a sermon as such. 제게왜그런설교를요청했
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

After I received his message, I just imagined a few possible reasons for his asking. 그 문자를 받고 나서,
저는 그런 요청을 한 이유를 몇 가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One might be Cho Doo-soon case which refers to an assault that took place in Ansan, in December
2008, in which an eight-year-old girl was kidnapped and raped by Cho Doo-soon, a 56-year-old male, in a
bathroom inside a church. 그것중하나는아마 2008년 12월안산에서일어난조두순사건때문일지도모릅니
다, 여덟 살의 여자 아이가 쉰 여섯 살의 조두순에게 납치당해 교회 화장실에서 강간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This severely damaged the victim’s body. 그 아이는 이 사건으로 인해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Cho was sentenced to 12 years in prison. 조두순은 십 이 년 형을 받았습니다.
The sentence was later reduced because the criminal was old and drunk, and his mental and physical

weakness was recognized. 나중에 이 범죄자가 나이 들고 술에 취해 있었으며 심신쇠약의 상태가 인정된다는
이유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The case sparked outrage and protests involving the victim’s parents and many others. 이것은희생자의
부모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의 분노와 항의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However, Cho was released on December 12th 2020. 하지만, 조는 2020년 12월 12일에 석방되었습니다.
He returned to Ansan to live with his wife less than 1 km away from the victim’s house. 그는 안산으로

돌아와 희생자의 집에서 1킬로미터가 채 되지 않은 곳에서 아내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Another that came to mymind is the case that North Korea killed and burned South Korean official who

worked for the fisheries department, disappeared from a patrol boat near the border and was later found
in the North’s waters. 또생각이들었던다른한가지는북한이휴전선부근의순찰선에서사라졌다가나중에
북한 수역에서 발견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을 죽여 불태운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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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th Korean soldiers shot him, then poured oil over his body and set it alight in September 22nd 2020.
2020년 9월 22일에 북한 병사가 그를 총살한 후 그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습니다.

This case also sparked outrage all over the country. 이 사건도 전국적인 분노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The other possibility is that the brother who asked me to preach might have witnessed violence in his

workplace. 또 다른 가능성은 제게 설교를 요청한 형제가 자신의 직장에서 폭력을 목격했을 수도 있겠다는
것이었습니다.

As you know, workplace violence is violence or the threat of violence against workers. 아시다시피, 직장
폭력은 직장 동료에 대한 폭력이나 폭력의 위협입니다.

It can occur at or outside the workplace and can range from threats and verbal abuse to physical assaults
and homicide, one of the leading causes of job-related deaths. 직장 안에서 혹은 밖에서도 일어날 수 있고
언어 폭력에서 물리적 폭력이나 살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일 관련한 사망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입니다.

Likewise, it is true that we live in the world where various kinds of violence occur day by day. 이렇듯
우리는 매일같이 다양한 폭력이 일어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Now, I, therefore, want to speak a message titled “How Should Christians Respond to Violence?” in
order for us to live a life acceptable unto God. 따라서저는오늘우리가하나님께서용납하실만한삶을살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은 폭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드리고자 합니다.

Let’s pray.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your perfect Word of Truth. Please help
us to discern the will of the Lord through this preaching. In Jesus name I pray. Amen.

2 History of Violence폭력의 역사
First of all, I think that we need to search the history of violence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violence’
which is the keyword of this sermon. 먼저, 오늘 설교의 주제어인 “폭력”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폭력의
역사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Let me ask you a couple of questions.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First question. 첫째 질문.
When did violence occur for the first time in human history? 인류 역사 상 처음으로 폭력이 일어난 것은

언제입니까?
Let’s go to Genesis 4:3-8. 창세기 4:3-8절을 보겠습니다.
『Genesis 4:3-8』 3 And in process of time it came to pass, that Cain brought of the fruit of the ground an offering

unto the LORD. 4 And Abel, he also brought of the firstlings of his flock and of the fat thereof. And the LORD had
respect unto Abel and to his offering: 5 But unto Cain and to his offering he had not respect. And Cain was very wroth,
and his countenance fell. 6 And the LORD said unto Cain, Why art thou wroth? and why is thy countenance fallen?
7 If thou doest well, shalt thou not be accepted? and if thou doest not well, sin lieth at the door. And unto thee [shall
be] his desire, and thou shalt rule over him. 8 And Cain talked with Abel his brother: and it came to pass, when they
were in the field, that Cain rose up against Abel his brother, and slew him.
『창세기 4:3-8』 3 시간이 흐른 뒤에 가인은 땅의 열매 중에서 헌물을 가져와 주께 드렸고 4 아벨도 자기

양 떼의 첫 새끼들과 그것들의 기름 중에서 가져왔는데 주께서 아벨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가지셨으나 5

가인과 그의 헌물에는 관심을 갖지 아니하셨으므로 가인이 몹시 분을 내고 그의 얼굴빛이 변하니라. 6 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분을 내느냐? 어찌하여 네 얼굴빛이 변하였느냐? 7 네가 잘 행하면 너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네가 잘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그의 열망이 네게 있으리니
너는 그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8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과 이야기를 하니라. 그 뒤에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치려고 일어나 그를 죽이니라.

As such, the first violence in human history was from Cain who was the first born son of Adam and Eve.
이와 같이, 인류 역사에 있어 첫 번째 폭력은 아담과 이브의 첫째 아들인 가인에게서 일어났습니다.

By the way, Eve seemed to regard Cain as Messiah when he was born, as Genesis 4:1 says,그런데, 창세기
4:1절의 말씀을 보면, 이브는 가인이 태어났을 때 그를 메시아(구세주)로 본 것 같습니다.
『Genesis 4:1』 1 And Adam knew Eve his wife; and she conceived, and bare Cain, and said, I have gotten a man

from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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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4:1』 1 아담이자기아내이브를알매이브가수태하여가인을낳고이르되, 내가 주로부터남자를
얻었다, 하니라.

Anyhow, the result of the first violence was FRATRICIDE. 어쨌거나, 첫째 폭력의 결과는 형제 살해였습
니다.

And the reason of fratricide was that “By faith Abel offered unto God a more excellent sacrifice than
Cain,” as written in Hebrews 11:4a. 형제살해가일어난이유는히브리서 11:4절에씌여진것처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뛰어난 희생물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In other words, it was the SPIRITUAL conflict that caused the first violence in human history. 다시말해
서, 인류 역사 상 첫째 폭력이 일어난 것은 영적 갈등 때문이었다는 점입니다.

Now, I would like to ask you the second question. 이제, 둘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Where is the word ‘violence’ mentioned for the first time in the whole Bible? 성경에서 “폭력”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언급된 곳은 어디입니까?
Let’s go to Genesis 6:11-13. 창세기 6:11-13절을 보겠습니다.
『Genesis 6:11-13』 11 The earth also was corrupt before God, and the earth was filled with violence. 12 And God

looked upon the earth, and, behold, it was corrupt; for all flesh had corrupted his way upon the earth. 13 And God said
unto Noah, The end of all flesh is come before me; for the earth is filled with violence through them; and, behold, I will
destroy them with the earth.
『창세기 6:11-13』 11 땅도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폭력이 땅에 가득하더라. 12 [하나님]께서 땅을 보시니,

보라, 그것이 부패하였더라. 이는 땅 위에서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기 때문이라. 13 [하나님]께서
노아에게이르시되, 모든육체의끝이내앞에이르렀으니이는땅이그들로인해폭력으로가득하기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Here, the word ‘violence’ is mentioned as the cause of Noah’s Flood. 여기에 폭력이라는 단어가 노아의
홍수의 원인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As you know, the Flood ofNoah occurred because the barrier between angels and humanswas destroyed
as Genesis 6:2 says,아시는것처럼, 노아의홍수는천사와인간사이의장벽이무너졌기때문에일어났습니다.
창세기 6:2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Genesis 6:2』 2 That the sons of God (fallen angels) saw the daughters of men that they [were] fair; and they took

them wives of all which they chose.
『창세기 6:2』 2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So, the word ‘violence’ includes the SPIRITUAL realm as well as the emotional, and physical as well.

그래서 “폭력”이라는 단어는 감정적, 물리적 측면 뿐 아니라 영적인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f you want to know about this, please listen to my preaching entitled “The Age of Pestilences.” 이것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역병의 시대”라는 제 설교를 들어보십시오.

3 Misunderstandings about Violence폭력에 대한 오해들
Another thing that we need to search in order to better understand ‘violence,’ is misunderstandings about
violence. “폭력”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찾아보아야 할 또 한 가지는 폭력에 대한 오해들입니다.

So, I will mention four cases which have made most people misunderstand that Christianity supports
violence. 대부분의사람들이기독교가폭력을지지한다고오해하도록만든네가지사건을언급하고자합니다.

The first misunderstanding is that the Crusades were done by Christians. 첫째 오해는 십자군 전쟁이
기독교인에 의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The Crusades were a series of religious wars initiated, supported, and sometimes directed by the Roman
Catholic Church in the medieval period. 십자군전쟁은중세때로마카톨릭교회에의해시작되고, 지원되고,
지시된 일련의 종교전쟁이었습니다.

As I mentioned in my testimony sermon last Sunday, the Roman Catholic Church is not a Christianity
but a false religion that came from Babylon. 지난 주 제 간증설교에서 언급했던 것 처럼, 로마카톨릭 교회는
기독교가 아니며, 바빌론에서 온 거짓 종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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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ddition, she persecuted Christians and even murdered around 60 million Christians during 1,200
years of Middle Ages. 이에 더해,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으며, 중세 1,200년 동안 6천 만 명의 그리스
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So, this cruel Crusades had nothing to do with Christians. 그래서, 이 잔인한 십자군 전재은 그리스도인
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The second misunderstanding is that God in the Old testament loves violence. 둘째 오해는 구약의 하나
님께서 폭력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Many criticizes God for commanding Israelites to kill even infant and suckling when they smote Amalek
and other Canaanites, as 1 Samuel 15:2-3 says,많은사람들이하나님께서이스라엘사람들에게아말렉과다른
가나안사람들을칠때, 심지어유아와젖먹는아이까지죽이라고명령하신것을비난합니다. 사무엘상 15:2-3
절입니다,
『1 Samuel 15:2-3』 2 Thus saith the LORD of hosts, I remember [that] which Amalek did to Israel, how he laid

[wait] for him in the way, when he came up from Egypt. 3 Now go and smite Amalek, and utterly destroy all that they
have, and spare them not; but slay both man and woman, infant and suckling, ox and sheep, camel and ass.
『사무엘상 15:2-3』 2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이 이집트

에서 나올 때에 그가 길에서 숨어 그를 기다린 일을 내가 기억하나니 3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고 남기지 말며 남자와 여자와 어린 아기와 젖먹이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매

Here, we should know that Canaanites were destroyed by God because their iniquity was so full that
they did even an abomination to cause their sons and their daughters to pass through [the fire] untoMolech,
as Leviticus 18:21 says,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들의 아들과 딸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몰렉에게 바치는 혐오스러운 일까지 범하여 그들의 부정함이 충만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파멸을 당했다는 점입니다.
『Leviticus 18:21』 21 And thou shalt not let any of thy seed pass through [the fire] to Molech, neither shalt thou

profane the name of thy God: I [am] the LORD.
『레위기 18:21』 21 너는 결코 네 씨 가운데 하나라도 몰렉을 위하여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지 말고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주니라.
And also we should know that little children before the age of accountability go to heaven when they

die. 또한 우리는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는 나이가 되기 전에 죽은 어린 아이들은 천국에 간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At this chance, I would like you to listen tomy preaching entitled “Where do little children gowhen they
die?” 이 기회를 빌어, “어린 아이들이 죽으면 어디로 가나요?”라는 제목의 제 설교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The third misunderstanding is that God in the Old testament, unlike God in the New Testament, seems
to be unmerciful. 셋째오해는구약에서하나님은, 신약의하나님과다르게자비롭지않아보인다는것입니다.

Let’s read Deuteronomy 19:21 andMatthew 5:38-39. 신명기 19:21절과마태복음 5:38-39절을읽어봅시다.
『Deuteronomy 19:21』 21 And thine eye shall not pity; [but] life [shall go] for life, eye for eye, tooth for tooth, hand

for hand, foot for foot.
『신명기 19:21』 21 네 눈이 불쌍히보지 말라. 오직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을지니라.
『Matthew 5:38-39』 38 Ye have heard that it hath been said, An eye for an eye, and a tooth for a tooth: 39 But I say

unto you, That ye resist not evil: but whosoever shall smite thee on thy right cheek, turn to him the other also.
『마태복음 5:38-39』 38 ¶ 그들이 말한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 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As such, God in the Old testament, unlike God in the New Testament, seems to be unmerciful. 이처럼,

구약의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과는 다르게 긍휼이 없어 보입니다.
If so, are there two different Gods or is God a fickle minded person? 그렇다면, 두 가지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마음이 변덕스런 분입니까?
No, there is one God who is unchanging, as Hebrews 13:8 says,아닙니다, 히브리서 13:8절 말씀과 같이

변함없는 한 하나님이 계십니다,
『Hebrews 13:8』 8 Jesus Christ the same yesterday, and to day, and fo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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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서 13:8』 8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Here, we should rightly divide the Word of Truth as 2 Timothy 2:15 says,여기서, 우리는디모데후서 2:15

절 말씀처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야 합니다,
『2 Timothy 2:15』 15 Study to shew thyself approved unto God, a workman that needeth not to be ashamed, rightly

dividing the word of truth.
『디모데후서 2:15』 15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네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So, we should know that “eye for eye, tooth for tooth” in the Old Testament was said to offenders,구약

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한 것은 해를 끼진 자에게 말한 것이며,
yet “ye resist not evil” in the New Testament was said to victims. 신약에서 “너는 악에게맞서지말라”고

한 것은 해를 당한 자에게 말한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The fourth misunderstanding is that Jesus did violence in the temple, as John 2:13-17 says,넷째 오해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폭력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3-17절을 보겠습니다,
『John 2:13-17』 13 And the Jews’ passover was at hand, and Jesus went up to Jerusalem, 14 And found in the temple

those that sold oxen and sheep and doves, and the changers of money sitting: 15 And when he had made a scourge of
small cords, he drove them all out of the temple, and the sheep, and the oxen; and poured out the changers’ money, and
overthrew the tables; 16 And said unto them that sold doves, Take these things hence; make not my Father’s house an
house of merchandise. 17 And his disciples remembered that it was written, The zeal of thine house hath eaten me up.
『요한복음 2:13-17』 13 ¶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14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는 15 가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16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이것들을 여기서 가져가고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하시니 17 그분의 제자들이 기록된바, 주의 집에 대한 열심이 나를 삼켰나이다, 한 것을 기억하더라.

Here, we see that Jesus just cleansed the temple at Jerusalem. 여기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히
치웠습니다.

He drove the sheep and the oxen out of the temple, but he didn’t drive doves. 예수님은 양과 소를 성전
에서 내쫒아냈지만, 비둘기는 내쫒지 않았습니다.

So, it is certain that merchants in the temple did not get financial loss, although they were rebuked by
Jesus. 분명한 것은 성전의 상인들은 예수님께 비난을 받기는 했어도 금전적인 손실은 입지 않았습니다.

In other words, Jesus did not violence in the temple,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yet, He wanted to make His Father’s house not an house of merchandise but an house of prayer. 하지만,
그분은 아버지의 집이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에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4 How to Respond to Violence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Now, I will speak about how to respond to violence according to the Scriptures. 이제, 성경기록에따라폭력
에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하겠습니다.

Let’s read Matthew 5:38-44. 마태복음 5:28-44절을 읽어봅시다.
『Matthew 5:38-44』 38 Ye have heard that it hath been said, An eye for an eye, and a tooth for a tooth: 39 But I

say unto you, That ye resist not evil: but whosoever shall smite thee on thy right cheek, turn to him the other also. 40

And if any man will sue thee at the law, and take away thy coat, let him have [thy] cloke also. 41 And whosoever shall
compel thee to go a mile, go with him twain. 42 Give to him that asketh thee, and from him that would borrow of thee
turn not thou away. 43 Ye have heard that it hath been said, Thou shalt love thy neighbour, and hate thine enemy. 44

But I say unto you, Love your enemies, bless them that curse you, do good to them that hate you, and pray for them
which despitefully use you, and persecute you;
『마태복음 5:38-44』 38 ¶ 그들이 말한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 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며
40 또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네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41 또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십 리를 가며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빌리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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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자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43 ¶ 그들이 말한바, 너는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한 것을
너희가들었으나 44 나는너희에게이르노니, 너희원수들을사랑하며너희를저주하는자들을축복하고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며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As such, when violence is done to us, we are to resist not evil, to love our enemies, to bless them, to do
good to them, and to pray for them. 이처럼, 우리에게 폭력이 행해질 때, 우리는 악에게 맞서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축복하며, 그들에게 선을 행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King Solomon and Apostle Peter also say the same thing in Proverb 24:29 and 1 Peter 3:9. 솔로몬 왕과
사도 바울도 잠언 24:29절과 베드로전서 3:9절에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Proverbs 24:29』 29 Say not, I will do so to him as he hath done to me: I will render to the man according to his

work.
『잠언 24:29』 29 너는 말하기를, 그가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에게 행하고 그 사람의 행위대로 그에게

갚으리라, 하지 말라.
『1 Peter 3:9』 9 Not rendering evil for evil, or railing for railing: but contrariwise blessing; knowing that ye are

thereunto called, that ye should inherit a blessing.
『베드로전서 3:9』 9 악을 악으로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오히려 그와 반대로 축복하라. 이런 일을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줄 아나니 이것은 너희가 복을 상속받게 하려 함이니라.
Let’s continue to read Matthew 6:14, Mark 11:25 and Luke 6:37. 계속해서 마태복음 6:14절, 마가복음

11:25절, 그리고 누가복음 6:37절을 읽어봅시다.
『Matthew 6:14』 14 For if ye forgive men their trespasses, your heavenly Father will also forgive you:
『마태복음 6:14』 14 너희가 사람들에게 그들의 범법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

시려니와
『Mark 11:25』 25 And when ye stand praying, forgive, if ye have ought against any: that your Father also which

is in heaven may forgive you your trespasses.
『마가복음 11:25』 25 너희가서서기도할때에누구를대적할것이너희에게있거든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너희의 범법을 용서하시리라.
『Luke 6:37』 37 Judge not, and ye shall not be judged: condemn not, and ye shall not be condemned: forgive, and

ye shall be forgiven:
『누가복음 6:37』 37 판단하지말라. 그리하면너희가판단을받지아니할것이요, 정죄하지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According to these verses, we are to forgive those who have done violence to us. 이 구절들에 따르며,

우리는 우리에게 폭력을 행한 사람들을 용서해야 합니다.
This may bring up the question. 이는 의문을 불러 일으킵니다.
How many times do we have to forgive offenders? 가해자를 얼마나 여러 번 용서해야 하나요?
Let’s read Matthew 18:21-22. 마태복음 18:21-22절을 읽어봅시다.
『Matthew 18:21-22』 21 Then came Peter to him, and said, Lord, how oft shall my brother sin against me, and I

forgive him? till seven times? 22 Jesus saith unto him, I say not unto thee, Until seven times: but, Until seventy times
seven.
『마태복음 18:21-22』 21 ¶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나아와 이르되,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그를 용서하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리이까? 하매 22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까지가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까지 하라.

This means that as there is no such limit to the forgiveness of God, so there should be none to that of
man.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에는 한계가 없고, 그래서 인간의 용서에도 한계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Now, let’s read the Apostle Paul’s view on this matter. 그럼, 이 문제에 대한 사도 바울의 견해를 읽어봅
시다.
『Ephesians 4:32』 32 And be ye kind one to another, tenderhearted, forgiving one another, even as God for Christ’s

sake hath forgiven you.
『에베소서 4:32』 32 서로 친절히 대하며 상냥한 마음을 품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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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ossians 3:13』 13 Forbearing one another, and forgiving one another, if any man have a quarrel against any:
even as Christ forgave you, so also [do] ye.
『골로새서 3:13』 13 누가누구와다툴일이있거든서로참고서로용서하되그리스도께서너희를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며
Here, Apostle Paul says that we are to forgive one another as Christ forgave us.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를 용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Finally let’s read Romans 12:17-21. 마지막으로 로마서 12:17-21절을 읽어봅시다.
『Romans 12:17-21』 17 Recompense to no man evil for evil. Provide things honest in the sight of all men. 18 If it

be possible, as much as lieth in you, live peaceably with all men. 19 Dearly beloved, avenge not yourselves, but [rather]
give place unto wrath: for it is written, Vengeance [is] mine; I will repay, saith the Lord. 20 Therefore if thine enemy
hunger, feed him; if he thirst, give him drink: for in so doing thou shalt heap coals of fire on his head. 21 Be not overcome
of evil, but overcome evil with good.
『로마서 12:17-21』 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18 가능하다면 너희가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지내라. 19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20 그러므로 네 원수가 주리거든 그를 먹이고 그가 목마르거든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그리함으로 네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으리라. 21 악에게 지지 말고 도리어 선으로 악을 이기라.

Here, we should remember that vengeance does not belong to us but to God. 여기서, 우리는원수를같는
일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In other words, we should know that Godwill avenge for us, if we leave vengeance for Him. 다시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원수 갚는 일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원수를 갚아주실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Then, we can overcome evil with good. 그 때,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5 Self-Defense자기 방어
Now, I would like to think about self-defense which can be a way of responding to violence. 이제, 폭력에
대응하는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는 자기방어에 대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First of all, I suppose that we cannot talk about self-defense without mentioning weapons or arms. 먼저,
우리는 무기를 언급하지 않고는 자기방어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John Adams said, “Arms in the hands of citizens may be used at individual discretion for the defense of
the country, the overthrow of tyranny, or private self-defense.” 존아담스는 “시민의손에있는무기는개인의
판단 하에 국가의 방어, 폭정의 전복 혹은 개인적 자기방어에 사용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I have heard from American brothers and sisters that the regular self-defense weapon that is at homes
in USA today are guns. 저는 미국의 형제 자매들로부터 오늘날 미국 가정에 있는 보통의 자기방어 무기는
총이라고 들어왔습니다.

So, I would like to give you a few scenarios regarding self-defense, which can happen in the States,
though I’m not an American. 그래서, 저는 미국인은 아니지만, 미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기방어와 관련한
몇 가지의 시나리오를 말해보겠습니다.
“You are sleeping at night and you hear a burglar. 여러분이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도둑 소리가 납니다.
It’s night time, you’re scared, you grab your gun and you shoot and kill that person. 한밤 중이고, 겁이

나서, 손에 총을 쥐고, 총을 쏴, 침입자를 죽입니다.
In the dark you don’t know if that intruder is armed or if he wants to rob, hurt, or kill you. 깜깜한 어둠

속에서당신은침입자가무기를들었는지, 도둑질을 하려는것인지, 당신에게 해를입히려는것인지, 죽이려는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In this situation you are not guilty. 이런 상황에서 당신에게 죄가 없습니다.
Now if it’s day time and you catch an unarmed intruder and he tries to flee out the door or he falls to the

ground and says please don’t kill me and you do,만일대낮이고당신이무기를들지않은침입자임을알았고,
그는 문 밖으로 도망치려 했거나, 그가 땅에 넘어져서 죽이지 말라고 사정했는데, 당신이 그를 죽였다면,

in many States that is murder or manslaughter depending on your story and the evidence at the sc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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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주에서 당신의 이야기와 증거에 따라서 그것은 살인 혹은 학살이 됩니다.”
Here, let me ask you a question. 여기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What does the Bible say about this situation? 성경은 이런 상황에 대해 무어라고 말합니까?
Let’s read Exodus 22:2-3a. 출애굽기 22:2-3a절을 읽어봅시다.
『Exodus 22:2-3a』 2 If a thief be found breaking up, and be smitten that he die, [there shall] no blood [be shed] for

him. 3a If the sun be risen upon him, [there shall be] blood [shed] for him;...
『출애굽기 22:2-3a』 2 ¶ 도둑이 든 것을 보고 그를 쳐서 죽게 하면 그를 위해 피를 흘릴 필요가 없으나 3a

그 도둑 위에 해가 돋았으면 그를 위해 피를 흘려야 하리라...
As such, like American law, God allows violence for self-defense.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미국 법과 같이

자기방어를 위한 폭력을 허락하십니다.
And also He allows us to buy firearms or other self-defense weapons, as Luke 11:21 and 22:36 say,그리고

또한 누가복음 11:21절과 22:36절 말씀과 같이, 우리가 총기나 자기방어용 무기를 사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Luke 11:21』 21 When a strong man armed keepeth his palace, his goods are in peace:
『누가복음 11:21』 21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저택을 지킬 때에는 그의 재산이 안전하나
『Luke 22:36』 36 Then said he unto them, But now, he that hath a purse, let him take [it], and likewise [his] scrip:

and he that hath no sword, let him sell his garment, and buy one.
『누가복음 22:36』 36 그때에그분께서그들에게이르시되, 그러나이제돈주머니가있는자는가질것이요,

짐 보따리도 그리하고 칼이 없는 자는 자기 옷을 팔아 하나를 살지어다.
Finally, I want to emphasize that we have to trust in the Lord and not our weapon, as Psalm 44:5-7 and 1

Samuel 17:47 say,마지막으로, 우리는우리의무기가아니라주님을신뢰해야한다는것을강조하고싶습니다,
시편 44:5-7절과 사무엘상 17:4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Psalms 44:5-7』 5 Through thee will we push down our enemies: through thy name will we tread them under that

rise up against us. 6 For I will not trust in my bow, neither shall my sword save me. 7 But thou hast saved us from our
enemies, and hast put them to shame that hated us.
『시편 44:5-7』 5 우리가주를의지하여우리원수들을누르고우리를치려고일어나는자들을주의이름으로

밟으리이다. 6 내가 나의 활을 신뢰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의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7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한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1 Samuel 17:47』 47 And all this assembly shall know that the LORD saveth not with sword and spear: for the

battle [is] the LORD’S, and he will give you into our hands.
『사무엘상 17:47』 47 또 주께서 칼이나 창으로 구원하지 아니하심을 이 모인 모든 무리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주께 속한 것인즉 그분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주시리라, 하니라.
Once again I really beg you to trust in the Lord and not your weapon, remembering that the battle is the

LORD’S. 전쟁은 주께 속한 것임을 기억하고, 여러분의 무기가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6 Spiritual Warfare영적 전쟁
The last thing I would like to speak about this morning is that most violence is related to spiritual warfare.
오늘 아침 다룰 마지막은 대부분의 폭력은 영적 전쟁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As I mentioned when I dealt with the history of violence,폭력의 역사에서 언급한 것 처럼,
the SPIRITUAL conflict caused the first violence in human history, 영적 갈등이 인류역사의 첫 폭력을

일으켰습니다.
and the word ‘violence’ includes the SPIRITUAL realm as well as the emotional, and physical as well.

그리고 폭력이라는 단어는 감정적, 물리적 영역 뿐 아니라 영적 영역을 포함합니다.
The Bible teaches us that there is a spiritual realm that is filled with powerful entities. 성경은 강력한

존재들로 가득한 영적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It teaches that human conflict does not have its origins with people, as Ephesians 6:12 says,에베소서 6:12

절의 말씀처럼, 인류의 갈등의 근원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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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hesians 6:12』 12 For we wrestle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principalities, against powers, against
the rulers of the darkness of this world, against spiritual wickedness in high [places].
『에베소서 6:12』 12우리는살과피와맞붙어싸우지아니하고정사들과권능들과이세상어둠의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And the implication is that these spiritual forces can have a profound influence on people. 이것이 암시

하는 바는 이런한 영적 권세들이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I believe that the god of this world is boldly showing his hand and no one is acknowledging it. (2

Corinthians 4:4) 이 세상의 신들이 대범하게 손을 내밀고 있는데 아무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다
고 저는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4)

You see, from a Christian perspective, Hitler, Stalin and Mao Zedong did not become mass murderers
without spiritual deception and influence. 그리스도인의 견지에서 볼 때, 히틀러, 스탈린, 그리고 모택동은
영적 속임수와 영향력 없이는 그런 대학살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Suicide bombers don’t blow themselves up in order to kill innocent people, without spiritual deception
and influence. 영적 속임수와 영향력 없이는 무고한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 자살폭탄을 터뜨리지 않습니다.

We were all directed to focus on the perpetrators, but the one who influenced them were completely
ignored. 우리는 모둔 범죄를 행한 자에게만 관심을 집중하고, 그들에게 영향을 준 사람은 전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He is using people to accomplish his work and to bear the blame for it. 그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일을 성취하고 비난을 감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And of all people, Christians should know this.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It is not about flesh and blood. 이것은 육체와 피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Satan has upped his game in our generation. 사탄은 우리 세대의 경기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It is not enough for him to harm one, he is now after the many. 그는 한 사람을 해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 배후에 그가 있습니다.
If our battle is against flesh only, then I suppose regulating guns or arming oneself with a gun, might be

a solution. 우리의싸움이육신만을대적하는것이라면, 우리가총으로무장하는것이해결책이될수있을지도
모릅니다.

But it is not just about flesh, and as a result it is not just about arms like guns. 그러나육신만을대적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총과 같은 무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However, it is about a fight and awar and about violence against a real enemy that is not flesh and blood.
그것은 육과 피가 아닌 진짜 원수를 대적하는 전투이자 전쟁, 폭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Let’s read Ephesians 6:13-17. 에베소서 6:13-17절을 읽어봅시다.
『Ephesians 6:13-17』 13 Wherefore take unto you the whole armour of God, that ye may be able to withstand in the

evil day, and having done all, to stand. 14 Stand therefore, having your loins girt about with truth, and having on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15 And your feet shod with the preparation of the gospel of peace; 16 Above all, taking the
shield of faith, wherewith ye shall be able to quench all the fiery darts of the wicked. 17 And take the helmet of salvation,
and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에베소서 6:13-17』 13 그러므로너희가악한날에능히버티어내고모든일을행한뒤에서기위해 [하나님]

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15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며 그것으로 능히 저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고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As such, God wants us to prepare ourselves for battle by putting on the whole armor of God, and to take
up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을 취함으로써 싸울 준비를 하기 바라고 계십니다.

Then, we will be able to win every spiritual warfare that can accompany violence. 그 때, 우리는 폭력을
동반한 모든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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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Conclusion결론
Now, I will summarize and conclude. 이제 요약을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1. Most violence includes the spiritual realm. 대부분의 폭력은 영적 영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 Scripture never supports violence. 성경기록은 결코 폭력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3. Vengeance belongs to God. 원수갚는 일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4. God allows violence for self-defense. 하나님은 자기 방어를 위한 폭력을 허락합니다.

5. We have to put the whole armor of God.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I will finish by reading today’s main verses. 오늘의 주 성경구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Romans 12:19』 19 Dearly beloved, avenge not yourselves, but [rather] give place unto wrath: for it is written,

Vengeance [is] mine; I will repay, saith the Lord.
『로마서 12:19』 19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도리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느니라.
『Ephesians 6:13』 13 Wherefore take unto you the whole armour of God, that ye may be able to withstand in the

evil day, and having done all, to stand.
『에베소서 6:13』 13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티어 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

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Let’s pray. Father, thank you so much again for giving us your perfect Word of Truth. I sincerely pray

that all attendants here this morning would live the life responding to violence according to your Word. In
Jesus’ name I pray. Amen.

Prepared by Han Tchah & Translated by Ho-hyun Kim Page 10 / 10


	Introduction 서론
	History of Violence 폭력의 역사
	Misunderstandings about Violence 폭력에 대한 오해들
	How to Respond to Violence 폭력에 대응하는 방법
	Self-Defense 자기 방어
	Spiritual Warfare 영적 전쟁
	Conclusion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