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used Word! 



Matthew 22:37-40 



Opening prayer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 

We thank you and praise you for your love. 

당신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Help us love you more and more, everyday! 

당신을 매일 더욱 더 사랑할 수 있게 하옵소서 

And helps us give your love to others more than ever. 

당신의 사랑을 이웃에게 더욱 더 줄 수 있게 하옵소서 

Open our heart to understand your word, and obey.  

당신의 말씀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In Jesus' name, we pray.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God asked you too much!  

10 Commandments 



Is it too hard for you?  

2 Commandments! 

Matthew 22: 
 

  37  Thou shalt love the Lord thy God 
  

 

  39  Thou shalt love thy neighbour as thyself.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Why Do I Love God? 

We love him, because he first loved us. 
 

우리가 그분을 사랑함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1 John 4:19 요한일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Why Do I Love God? 

But God commendeth his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Romans 5:8  로마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Love God 

Trust Jesus 

Obey the Word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순종하라 



2 Corinthians 5:21 고린도후서 

For he [God] hath made him [Jesus] to be sin 
for us, who knew no sin; that we might be 
mad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 [Jesus].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
심이라. 



Lamb 

I 



Galatians 2:20 갈라디아서 

I am crucified with Christ: nevertheless I live; yet not I, 

but Christ liveth in me: and the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How Do I Love God? 

For this is the love of God, that we keep his 

commandments: and his commandments are 

not grievous.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1 John 5:3  요한일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How To Keep His Commandments - (1) Read the Word 

I will worship toward thy holy temple, and praise 

thy name for thy lovingkindness and for thy truth: 

for thou hast magnified thy word above all thy 

name. 

 내가 주의 거룩한 전을 향해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리로 

인하여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나이다. 

 

Psalm 138:2 시편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나? – (1) 말씀을 읽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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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mans 10:17  So then faith cometh by hearing, and hearing by the word of God.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How To Keep His Commandments - (2) Meditate the Word 

Psalm 138:2 시편 

"This book of the law 
shall not depart out of thy mouth; 
but thou shalt meditate therein 

day and night…” 
(Joshua 1:8) 

 

너는 이 율법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라...  

(여호수아 1:8) 
He who writes, stays  

기록하는 자만이, 남는다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나? – (2) 말씀을 묵상하라 



How To Keep His Commandments - (3) Do the Word 

James 1:22 야고보서 

But be ye doers of the word, and not hearers 

only, deceiving your own selves.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나? – (3) 말씀을 행하라 



How To Keep His Commandments - (3) Do the Word 

James 1:23 야고보서 

if any be a hearer of the word, and not a doer, 

he is like unto a man beholding his natural face 

in a glass: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나? – (3) 말씀을 행하라 



How To Keep His Commandments - (3) Do the Word 

James 1:24 야고보서 

For he beholdeth himself, and goeth his way, 

and straightway forgetteth what manner of man 

he was.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나? – (3) 말씀을 행하라 



How To Keep His Commandments - (3) Do the Word 

James 1:25 야고보서 

But whoso looketh into the perfect law of liberty, 

and continueth therein, he being not a forgetful 

hearer, but a doer of the work, this man shall be 

blessed in his deed.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나? – (3) 말씀을 행하라 



How To Keep His Commandments - (3) Do the Word 

1 Timothy 4:8 디모데전서 

For bodily exercise profiteth little: but godliness 

is profitable unto all things, having promise of 

the life that now is, and of that which is to come.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적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Exercise thyself rather unto godliness. 

어떻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나? – (3) 말씀을 행하라 



Romans 8:28 



Love Thyself 
네 자신을 사랑하라. 



Herein is love, not that we loved God, but that 

he loved us, and sent his Son to be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 

We need to love ourselves, before we love others,  
for you can’t give what you don’t have. 

1 John 4:10 요한일서 



Love Thyself 

Do Not Trust! 

You were 
there! 

자신을 사랑하고, 
믿지는 말라! 



I Suffered - I lost all my $$$, and confidence 

Blamed others!  

Blamed myself! 

저는 모든 돈을 잃고, 확신도 잃었습니다. 

남들을 비난했습니다! 

나를 자책했습니다! 



I Suffered - I lost all my $$$, and confidence 

Psalms 77, A Psalm of Asaph 시편 77 아삽의 시 

2  In the day of my trouble I sought the Lord:  

3 … I complained…  4… I am so troubled that I cannot speak. 

6 … I commune with mine own heart: and my spirit made 

diligent search.  

2 내 고난의 날에 내가 [주]를 찾았나니... 

3 ... 내가 하소연하였으며  4 ... 내가 심히 괴로워서 말도 할 수 없나이다. 

6 ... 내 마음과 이야기하며 내 영이 부지런히 살펴 이르기를, 

나는 고난을 받았습니다. – 모든 돈과 확신을 잃었습니다. 



I Doubted - Psalm 77 

7  Will the Lord cast off for ever? 

and will he be favourable no 

more?  

8  Is his mercy clean gone for 

ever? doth his promise fail for 

evermore?  

9  Hath God forgotten to be 

gracious? hath he in anger shut 

up his tender mercies? Selah. 

7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그분께
서 다시는 호의를 베풀지 아니하실
까? 
 

8 그분의 긍휼은 영원토록 깨끗이 사
라졌는가?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끊
어졌는가? 
 

9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잊으셨는가? 그분께서 분노하사 자
신의 친절한 긍휼을 닫으셨는가? 하
였나이다. 셀라. 

나는 의심했습니다 – 시편 77 



Remember Psalm 77 

And I said, This is my infirmity:  

but I will remember the years of the right hand of 
the most High.  
 

또 내가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연약함이라, 하였으되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오른손의 여러 해를 기억하리이다. 

시편 77편을 기억하십시오. 



Remember Psalm 77 

11 …surely I will remember thy wonders of old. 

12 I will meditate also of all thy work… 

13...who is so great a God as our God? 

14 Thou art the God that doest wonders: 
11 ...내가 참으로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이적들을 기억하리이다. 

12 내가 또한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고... 

13 ...누가 우리 [하나님]같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니이까? 

14 주는 이적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 

Count Your Blessing!! 

시편 77편을 기억하십시오. 



Encourage Yourself 

And David was greatly distressed; for the people spake 
of stoning him, because the soul of all the people was 
grieved, every man for his sons and for his daughters: 
but David encourag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1 Samuel 30:6 사무엘기상  

자신을 격려하라. 



1 Samuel 28:1  And it came to 

pass in those days, that the 

Philistines gathered their armies 

together for warfare, to fight with 

Israel. And Achish said unto 

David, Know thou assuredly, that 

thou shalt go out with me to 

battle, thou and thy men. 
 

그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
려고 전쟁을 위해 자기들의 군대를 함께 모
으므로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확
실히 알라. 너와 네 사람들이 나와 함께 싸
우러 나갈 것이니라, 하매 



1 Samuel 29:1  Now the 

Philistines gathered together all 

their armies to Aphek: and the 

Israelites pitched by a fountain 

which is in Jezreel. 

2…David and his men [600] 

passed on in the rereward with 

Achish. 
 

1이제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함께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스르엘에 있는 샘 옆에 진을 

쳤더라. 

2 ...다윗과 그의 사람들 [600]은 아기스와 

함께 후위대에서 나아갔더니 



1 Samuel 29:4  And the princes of 
the Philistines were wroth with 
him; … 
Make this fellow return… 
let him not go down with us to 
battle, lest in the battle he be an 
adversary to us:  
 

4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자들이 그에게 
노하니라... 
이자를 돌려보내 ... 
그가 우리와 함께 싸우러 내려가게 하지 
말지니 그가 싸움터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염려하나이다. 



80 km 



제임스 티소, “노예로 끌려가는 시글락 여인들” (1896-1902) 



1 Samuel 30:1 …when David and his men were come 

to Ziklag on the third day, that the Amalekites had 

invaded the south, and Ziklag, and smitten Ziklag, and 

burned it with fire; 

2  And had taken the women captives…they slew not 

any, either great or small, but carried them away, and 

went on their way. 
 

1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에 시글락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미 아
말렉 족속이 남쪽과 시글락을 침략한 뒤더라.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
로 태우고 

2 그 안에 있던 여인들을 포로로 취하며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도 죽이
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데리고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1 Samuel 30:6 

And David was greatly distressed…but 

David encouraged himself in the LORD 

his God.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Encourage Yourself with Psalms 
Psalms 77:4  … I am so troubled that I cannot speak. 

Psalms 18:6  

In my distress I 

called upon the 

LORD, and cried 

unto my God: 

내가 고통 중에 {주}

를 부르며 나의 [하나
님]께 부르짖으매 

Psalms 27:1 

…the LORD is the 

strength of my life; 

of whom shall I be 

afraid? 

{주}는 내 생명의 힘
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Psalm 56:3 
 

What time I am 

afraid, I will 

trust in thee. 
 

내가 무서워할 때
에 주를 신뢰하리

이다. 

자신을 시로 격려하라. 



Encourage Yourself with Psalms 
Psalm 40:1-3  Wait…Praise…Trust 

1 I waited patiently for the LORD; and he inclined unto me, and heard my cry. 

2  He brought me up also out of an horrible pit, out of the miry clay, and set my 

feet upon a rock, and established my goings.  

3  And he hath put a new song in my mouth, even praise unto our God: many 

shall see it, and fear, and shall trust in the LORD. 
 

1 내가 끈기 있게 {주}를 기다렸더니 그분께서 내게 귀를 기울이사 내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 그분께서 또한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시며 내 발을 반석에 두시고 

나의 가는 걸음을 굳게 세우셨도다. 

3 또 그분께서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양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고 두려워하여 {주}를 신뢰하리로다. 

자신을 시로 격려하라. 



Love 
Thy Neighbour 

네 이웃을 사랑하라. 



Love Your Neighbor 

For all the law is fulfilled in one word, even 

in this; Thou shalt love thy neighbour as 

thyself.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Galatians 5:14 갈라디아서 

네 이웃을 사랑하라. 



Love My Neighbor? What does it mean? 

Matthew 7:12 마태복음 The Saviour’s Golden Rule 

Therefore all things whatsoever ye would that men should 

do to you, do ye even so to them: for this is the law and 

the prophets.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사람들이 너희에게 해 주기를 바라는 모든 것을 

너희도 그들에게 그대로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대언자들이니라. 

Do for others what you would want them to do for you. 

"Whatever is hateful to you, do not do to another.” 
                                                     - Hillel, a Rabbi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무슨 뜻인가요? 



Love Your Brethren 

Hereby perceive we the love of God, because 

he laid down his life for us: and we ought to 

lay down our lives for the brethren.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으므로 

이로써 우리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것이 마땅하니라. 

 

1 John 3:16  요한일서 

네 형제를 사랑하라. 



Why do I Love My Neighbor? 

1 John 4:21 요한일서 

And this commandment have we from him, That 

he who loveth God love his brother also.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하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그분께 받았느니라. 

왜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요? 



Why do I Love My Neighbor? 

1 John 4:12 요한일서 

No man hath seen God at any time. If we love one 

another, God dwelleth in us, and his love is 

perfected in us. 

어느 때나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왜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요? 



Why do I Love My Brother? 

1 John 4:20 요한일서 

If a man say, I love God, and hateth his brother, he is a 

liar: for he that loveth not his brother whom he hath 

seen, how can he love God whom he hath not seen? 

어떤 사람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니 자기가 본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어찌 자기가 보지 못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리요? 

Whosoever hateth his brother is a murderer (1 John 3:15) 

왜 내 형제를 사랑해야 하나요? 



Love 

Thy Neighbor 

Do Not Trust ! 

They were 
there too! 

네 이웃을 사랑하고, 
믿지는 말라! 



How Do I Love My Neighbor? (1) Compassion 

1 Peter 3:8 베드로전서 

Finally, be ye all of one mind, having compassion 

one of another, love as brethren, be pitiful, be 

courteous: 

끝으로 너희는 다 한마음이 되어 서로를 동정하며 형제로서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의바르게 행하라. 

Or how wilt thou say to thy brother, 
Let me pull out the mote out of thine eye; 
and, behold, a beam is in thine own eye? 

 

혹은,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네가 어찌 네 형제에게 이르기를, 
내가 네 눈에서 티를 빼내게 하라, 하려느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 (1) 동정심 



Sometimes frogs forget that 

they were tadpoles once too.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 함 



How Do I Love My Neighbor? (1) Compassion 

1 John 3:17 요한일서 

But whoso hath this world's good, and seeth his 

brother have need, and shutteth up his bowels of 

compassion from him, how dwelleth the love of God 

in him? 

그러나 누가 이 세상의 좋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어떻게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 (1) 동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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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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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후서 1:3 모든 위로의 [하나님]; 

4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

하나님]께 위로 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떤 고난 중에 있
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3. We Suffer for Our Neighbors 
Suffering Makes You Have Compassion on Your Neighbors 

3. 우리는 이웃을 위해 고난 받습니다. 

고난은 당신이 이웃에게 동점심을 갖도록 만들어 줍니다. 



I Have Compassion 
Would You Have Compassion On Them, Too? 

• On the poor and needy 

• On the fatherless and widows 

• On the sick 

• On the prisoners 

• On the foreigners 

• On the lost, the unsaved! 

나에게는 동정심이 있습니다. 

당신도 이 사람들에게 동정심을 베풀지 않겠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들 

병들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이방인들 

구원받지 않은 잃어버린 영혼들! 



How Do I Love My Neighbor? (2) Be Spent! 

2 Corinthians 12:15 고린도후서 

And I will very gladly spend and be spent for you; 

though the more abundantly I love you, the less I 

be loved. 
 

너희를 더욱 넘치게 사랑할수록 내가 덜 사랑받는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위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 (2) 자신을 쓰라! 



How Do I Love My Neighbor? (2) Be Spent! 

2 Corinthians 12:14 고린도후서 

…for I seek not yours, but you: for the children 

ought not to lay up for the parents, but the parents 

for the children. 
 

...나는 너희 재물을 구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구하노니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 모아 두지 아니하고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 하느니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 (2) 자신을 쓰라! 



How Do I Love My Neighbor? (2) Be Spent! 

Philippians 2:4 빌립보서 

Look not every man on his own things,but 

every man also on the things of others.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 (2) 자신을 쓰라! 



“Ye are the light of the 
world.”  

- Matthew 5:14 

I am an uncomely vessel.  
NO, you are “a chosen vessel!”  

It is God 

which worketh 

in you both to 

will and to do 

of his good 

pleasure.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Php 2:13 빌립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마태복음 5:14) 

나는 보잘것없는 그릇입니다. 
아닙니다, 당신은 “선택된 그릇입니다!” 



How Do I Love My Neighbor? (2) Be Spent! 

Proverbs 27:23 잠언 

Be thou diligent to know the state of thy 

flocks, and look well to thy herds. 
 

너는 네 양 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알아보며 네 소 

떼를 잘 보살피라.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나? (2) 자신을 쓰라! 



1 Timothy 1:5 
디모데전서 1:5 





Charity suffereth long, and is kind…Charity never faileth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노라 (고린도전서 1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