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ffering
고난

Why?
What For?
왜?
무엇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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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but if, when ye do well, and suffer for it, ye take it
patiently, this is acceptable with God. 21 For even
hereunto were ye called: because Christ also suffered
for us, leaving us an example, that ye should follow his
steps:
1 Peter 2:20-21

20...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끈
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
라. 21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
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
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Opening prayer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
We want to follow your steps, but often times we go through
sufferings, afflictions, tribulations...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고난, 고통, 환란…을 겪습니다.

And sometimes we wonder why? 그래서, 때로는 의아해 합니다.
Open our heart to understand the lessons you want to
teach, and obey.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어, 주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레슨을 배우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In Jesus’ Name, we pray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God is the Good Creator of all things.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좋은 창조주입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아요!

1. Yes, He is good, only when the sun
shines. 넵, 따뜻한 햇살이 비출 때는
2. No, He is no good, when the
storms of life are raging. 아니요, 인생
에 폭풍이 몰아칠 때는
As Christians, we should say Yes, all the time.

If God is the good Creator,
Why do we suffer?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면, 우리는 왜 고난을 받을까?

We are living in an evil world.
우리는 사악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Galatians 1:4 Who [Jesus Christ] gave himself for our sins,
that he might deliver us from this present evil world,
according to the will of God and our Father:
갈라디아서 1:4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This present world is evil; so we need Jesus to deliver us.
이 세상은 악해서, 우리는 우리를 건져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2 Corinthians 1:10 Who [Jesus] delivered us from so great a
death, and doth deliver: in whom we trust that he will yet
deliver us;

고린도후서 1:10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
셨고 건지고 계시며 또 여전히 건지시리니 우리는 그분을 신
뢰하노라.

Why evil world?
세상은 왜 악할까?

창세기 2:9 또 {주} [하나님]께서 땅으로부터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무가 자라게 하시니 그 동산의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Genesis 2:9 And out of the ground made the LORD God
to grow every tree that is pleasant to the sight, and
good for food; the tree of life also in the midst of the
garden, and the tree of knowledge of good and evil.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16, 17

God
commanded
the man,
saying…of the
tree of the
knowledge of
good and evil,
thou shalt not
eat of it: for in
the day that
thou eatest
thereof thou
shalt surely die
(Gen 2:16:17)

Is God asking too much?
하나님께서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나요?

Is it too hard for you?
그것이 당신에게 너무 힘든가요?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창세기 3:1

Yea, hath God said, Ye
shall not eat of every tree
of the garden?
Gen 3:1

Ye shall not surely die…
ye shall be as gods,
knowing good and evil.
Gen 3:4,5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창세기 3:3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창세기 3:4,5

Three Sinners!
And the Consequences!
세 범죄자!
그리고 그 결과!

Satan
Genesis 3:14 …thou art
cursed above all
cattle…15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thee and
the woman, and between
thy seed and her seed;

Eve

Genesis 3:17 …cursed is the
ground for thy sake; in
sorrow shalt thou eat of it all
the days of thy life;
19 In the sweat of thy face
shalt thou eat bread, till thou
return unto the ground;
창세기 3:16 내가 네 고통을 창세기 3:17 땅은 너로 인하여
창세기 14...저주를 받아… 크게 늘리리니 네가 고통 중에 저주를 받았고 너는 평생토록
자식을 낳을 것이요...네 남편 고통 중에 땅의 소산을
먹으리라 19 땅으로 돌아갈
이...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15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
빵을 먹으리라.

에 적개심을 두리니;

Genesis 3:16 …I will greatly
multiply thy sorrow …in
sorrow thou shalt bring forth
children; and … thy
husband…he shall rule over
thee.

Adam

…because of those sinners,

그 죄인들로 인해…

We were born sinners,
Satan’s children.
우리는 죄인, 사탄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John 3:16
요한복음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
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
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The Creation of Adam 천지장조

c. 1512, Michelangelo 미켈란젤로

Now, we are born-again,
God’s children.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Christians are to suffer MORE!
그리스도인은 더 많이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나쁜 소식

1 Thessalonians 3:3 That no man should be moved by these
afflictions: for yourselves know that we are appointed thereunto.
4 …we told you before that we should suffer tribulation;
데살로니가전서 3:3 아무도 이런 고난들로 인해 흔들리지 아니
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런 고난들을 받도록 정해진 줄을 너
희 자신이 아느니라. 4 ...우리가 환난 당할 것을 참으로 너희에
게 미리 말하였는데 ...너희가 그것을 아느니라.

Christians, Be Vigilant!
그리스도인들은 경계심을 가져야 합니다!

1 Peter 5:8 Be sober, be vigilant; because your
adversary the devil, as a roaring lion, walketh about,
seeking whom he may devour:

베드로전서 5:8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
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Satan Allowed to Test Christians
Job 1:8-11 (욥기 1:8-11)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시험하도록 허락 받았습니다.

God: Hast thou considered my sons, Christians?
하나님: 네가 내 아들들, 그리스도인들을 깊이 살펴보았느냐?
Satan: Do Christians fear God for nought?
사탄: 욥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나이까?
Put forth thine hand now…and he will curse thee to thy face.
이제 주의 손을 내미사 … 그리하시면 그가 주의 얼굴 앞에서
주를 저주하리이다, 하매

God is the good Creator,
Suffering for What?
하나님은 좋으신 창조주,
고통은 왜 있을까?

Suffering is NOT for Nothing!
고난은 괜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I Suffered Tribulation
저는 환란을 겪었습니다.

•
•
•
•

I lost my second oldest brother; he was 34, leaving behind a wife,
and a boy of 5 years old, and a daughter of 3. 저는 둘째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는 34의 나이로, 아내와 다섯 살 아들, 세 살 딸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I lost my dear three friends; they died at the age of 34, 38, 40,
respectively. 저는 세 친구를 잃었습니다; 그들은 34, 38, 40살에
각각 죽었습니다.
I lost my business, and all the $$$. 저는 제 사업을 잃었습니다.
And my wife lost her health! 그리고 제 아내는 건강을 잃었습니다!

Suffering is grievous
고난은 고통스럽습니다.

We Suffer for Christ,
Ourselves, and Our neighbors
우리는 그리스도, 우리 자신, 그리고 이웃들을 위해 고난을 받습니다.

1. We Suffer for Christ’s Sake
1.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 받습니다.

Isaiah 53:3 He [Jesus Christ] is despised and rejected of men; a
man of sorrows, and acquainted with grief…4 Surely he hath borne
our griefs, and carried our sorrows:
이사야서 53:3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4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
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As Christians, we are to be acquainted with sorrows and griefs.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슬픔과 비통함에 친숙해져야 합니다.

Christ
Suffered
for Us!
Why Not
You?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받았습니다!
당신에게도 고난이 있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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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hew 16:24 Then
said Jesus unto his
disciples, If any man
will come after me, let
him deny himself, and
take up his cross, and
follow me.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왕관도 없노라

마태복음 16:24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
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1. We Suffer for Christ’s Sake
Paul, the greatest Christian, suffered.
위대한 그리스도인, 바울도 고난 받았습니다.

2 Timothy 1:8 Be not thou therefore ashamed of the testimony of
our Lord, nor of me his prisoner: but be thou partaker of the
afflictions of the gospel according to the power of God;
디모데후서 1:8 그러므로 너는 우리 [주]의 증언과 그분의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권능에 따라 복음의 고
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1. We Suffer for Christ’s Sake
Paul, the greatest Christian, suffered.
위대한 그리스도인, 바울도 고난 받았습니다.

[Paul] 395 stripes - 3 times beaten with rods - 1 time stoned - 3
times suffered shipwreck
[바울] 395 매 - 세 번 몽둥이 - 한 번 돌 - 세 번 파선
2 Corinthians 11:27 In weariness and painfulness, in watchings
often, in hunger and thirst, in fastings often, in cold and nakedness.
고린도후서 11:27 지치고 아프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굶주리고 목마
르고 여러 번 금식하고 추위를 당하고 헐벗었노라.

1. We Suffer for Christ’s Sake
Paul, the greatest Christian, suffered.

2 Corinthians 4:17 For our light affliction, which is but for a moment,
worketh for us a far more exceeding and eternal weight of glory;
고린도후서 4:17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이 우리를 위해 훨씬
더 뛰어나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것을 이루느니라.

2. We Suffer for Our Profit
Suffering Makes You Keep His word

Psalm 119:67 Before I was afflicted I went astray: but now have I
kept thy word.
시편 119:67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2. We Suffer for Our Profit
Suffering Makes You Learn His word

Psalm 119:71 It is good for me that I have been afflicted; that I might
learn thy statutes.
시편 119:71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오니 이로써 내가 주의
법규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2. We Suffer for Our Profit
Suffering Makes You Build Godly Character

2.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난 받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쌓도록 만듭니다.

Job 23:10 But he knoweth the way that I take: when he hath tried
me, I shall come forth as gold.
욥기 23:20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What are you now? Bras or Clay?
당신은 지금 무엇인가요? 동 아니면 흙?

2. We Suffer for Our Profit
Suffering Makes You Build Godly Character – humble

2.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난 받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쌓도록 만듭니다. - 겸손함

2 Corinthians 12:7 And lest I should be exalted above measure through the abundance of
the revelations, there was given to me a thorn in the flesh, the messenger of Satan to buffet
me, lest I should be exalted above measure… 9 And he said un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thee: for my strength is made perfect in weakness. Most gladly therefore will I rather glory
in my infirmities, that the power of Christ may rest upon me.
고린도후서 12:7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9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2. We Suffer for Our Profit
Suffering Makes You Build Godly Character – perfect

2.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난 받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쌓도록 만듭니다 - 완전함

1 Peter 5:10 But the God of all grace, who hath called us unto his eternal
glory by Christ Jesus, after that ye have suffered a while, make you perfect,
stablish, strengthen, settle you.
베드로전서 5:10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부르사 자신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신 분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
을 받은 뒤에 너희를 완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고 정착
시키시리니

2. We Suffer for Our Profit
Suffering Makes You Build Godly Character – full of love

2.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난 받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쌓도록 만듭니다 - 사랑으로 충만함

Romans 5:3…but we glory [rejoice] in tribulations also: knowing that tribulation
worketh patience; 4 And patience, experience; and experience, hope: 5 And hope
maketh not ashamed; because the love of God is shed abroad in our hearts by the
Holy Ghost which is given unto us.

로마서 5:3 우리가 환난도 기뻐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체험을, 체험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아노라. 5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
령님]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넓게 부어졌기 때문이니

2. We Suffer for Our Profit
Suffering Makes You Build Godly Character

2.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난 받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쌓도록 만듭니다 -- 의로움

Hebrews 12:11 Now no chastening for the present seemeth to be joyous,
but grievous: nevertheless afterward it yieldeth the peaceable fruit of
righteousness unto them which are exercised thereby.
히브리서 12:11 이제 어떤 징계도 그 당시에는 기쁘게 보이지 아니하고 슬
프게 보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단련된 자들
에게 그것이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느니라.

2. We Suffer for Our Profit
Suffering Makes You Build Godly Character

2. 우리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난 받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쌓도록 만듭니다 – 열매가 풍성함

John 15:2 Every branch in me that beareth not fruit he taketh away: and
every branch that beareth fruit, he purgeth [prunes] it, that it may bring forth
more fruit.
요한복음 15:2 내 안에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모든 가지는 그분께서 제거
하시고 열매를 맺는 모든 가지는 깨끗하게 하사 그것이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느니라.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5:22-23

3. We Suffer for Our Neighbors
Suffering Makes You have Compassion on neighbors

3. 우리는 이웃을 위해 고난 받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이웃에게 동정심을 품도록 만듭니다.

2 Corinthians 1:3 …the God of all comfort; 4 Who comforteth us in all our
tribulation, that we may be able to comfort them which are in any trouble,
by the comfort wherewith we ourselves are comforted of God. 6 And
whether we be afflicted, it is for your consolation and salvation…
고린도후서 1:3 모든 위로의 [하나님]; 4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 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
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6 우
리가 고난을 당해도 그것은 너희의 안위와 구원을 위한 것이요.

My Suffering is NOT
for Nothing!
나의 고난은 괜한 것이 아닙니다!.

3. We Suffer for Our Neighbors
I lost my brother - Suffering Makes You have Compassion on neighbors

3. 우리는 이웃을 위해 고난 받습니다.

저는 동생을 잃었습니다 - 고난은 우리가 이웃들을 돌아보도록 만듭니다.

James 1:27 Pure religion and undefiled before God and the Father is this,
To visit the fatherless and widows in their affliction, and to keep himself
unspotted from the world.
야고보서 1:27 [하나님] 곧 [아버지] 앞에서 순수하고 더럽지 않은 신앙 행위
는 이것이니 즉 고난 중에 있는 아버지 없는 자들과 과부들을 돌아보고 세상
으로부터 자기를 지켜 더럽혀지지 아니하는 것이니라.

3. We Suffer for Our Neighbors
I lost my friends -Suffering Makes You have Compassion on neighbors
3. 우리는 이웃을 위해 고난 받습니다.

저는 친구를 잃었습니다 - 고난은 우리가 이웃들을
돌아보도록 만듭니다.

Proverbs 18:24 A man that hath friends
must shew himself friendly: and there is a
friend that sticketh closer than a brother.
잠언 18:24 여러 친구를 두는 자는 반드시
자신을 다정한 자로 보여야 하나니 형제보
다 더 친밀한 친구도 있느니라.
고난 중에 있을 때, 누가 친구이고, 친구가 아닌지 알게 됩니다!

In times of suffering, you’ll know, Who is your friend and who isn’t.

3. We Suffer for Our Neighbors
I lost my business - Suffering Makes You have Compassion on neighbors

3. 우리는 이웃을 위해 고난 받습니다.

저는 사업을 잃었습니다 - 고난은 우리가 이웃들을 돌아보도록 만듭니다.

Proverbs 19:17 He that hath pity upon the poor lendeth unto the
LORD; and that which he hath given will he pay him again.
잠언 19:17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께 빌려 드리나니 그
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 주시리라.

3. We Suffer for Our Neighbors
I lost my business - Suffering Makes You have Compassion on neighbors

3. 우리는 위해 고난 받습니다.

저는 사업을 잃었습니다 - 고난은 우리가 이웃들을 돌아보도록 만듭니다.

1 Timothy 6:17 ... nor trust in uncertain riches, but in the living God,
who giveth us richly all things to enjoy; 18 That they do good, that
they be rich in good works, ready to distribute, willing to
communicate;
디모데전서 6:17 확실치 않은 재물을 신뢰하지도 말며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 곧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하게
하고 18 또 선을 행하게 하며 선한 일들에 부요하고 베풀기를 좋아하며
기꺼이 나누어 주게 하라.

Is God alive?

Then said I [Christ], Lo, I come (in the volume of the book it is written of me,) to do thy will, O God.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Hebrews 10:7

I…considered all the oppressions that are done under the sun. Ecc 4:1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학대를 깊이 살펴보았노라. (전도서 4:1)

Vanity of vanities, all is vanity.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For even hereunto were ye called: because Christ also suffered
for us, leaving us an example, that ye should follow his steps:
23…when he suffered, he threatened not; but committed
himself to him that judgeth righteously:
1 Peter 2:21, 23 (베드로전서 2:21,23)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23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며
오직 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에게 자신을 맡기셨느라.

오 주께 감사하라.

그 분은 선하시며
그분의 긍휼은
영원하도다.
시편 118:29

Suffering
고난

Why?
What For?
왜?
무엇을 위해?

Bro. Robert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