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ning prayer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신 아버지 

We thank you and praise you for your love. 

당신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We talk a lot about love, love. 

사랑 사랑에 대해서 말은 많이 하지만, 

But we do not know the genuine love you have bestowed on us.  

당신이 주신 진정한 사랑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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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ike reviewing, to make sure you keep what you have learned. 

And one of the preacher’s jobs is to keep reminding the church. 

Finally, my brethren, rejoice in the Lord. To write the 
same things to you, to me indeed is not grievous, but 
for you it is safe.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를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것들을 쓰는 것이 참으로 내게는 부담이 되지 아니하며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Philippians 3:1 빌립보서 

Paul repeats the same things to Philippians, because that is safe for them. 

#1 rule to make money is, Don’t lose money. You should keep what you have earned, right?  

저는 배운 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복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설교자의 일 중의 하나는 계속 반복해서 잊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사람들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돈 버는 규칙 1번은  “돈을 잃지 말라”입니다. 배운 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God was so good that he reduced  
his commandments from 10 t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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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should love God, with all thy heart, and with all thy soul, 
and with all thy mind! Absolute love God wants, 
and absolute surrender we should give to God. 

하나님은 너무 좋으셔서 명령은 10개에서 2개로 줄여 주었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복종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How do I love God? Loving God is to keep His comma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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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you love God? Then, do what He says, simple. And He asks us nothing 

hard, because He knows we are feeble creatures.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Jesus said, 
 

Matthew 11:30 
For my yoke is easy, 

and my burden is light.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Matthew 11:29 
 

Take my yoke upon you, 
and learn of me; for I am meek 
and lowly in heart: and ye shall 

find rest unto your souls.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라. 

Love God? Learn of Jesus - He is meek and lowly - humble yourself.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배우세요 –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십니다 – 겸손하십시오. 



당신은 온유합니까? 아니면 쉽게 화를 냅니까?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 당신의 마음에 돌을 던질 때, 잠시 동안 화를 내지만 
곧 평화를 되찾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캐나다 밴프 호수처럼 넓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If you love God, then all things should work together for good! 

That’s God’s promise and you must believe it.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모든 일들이 합해져서 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Do you really love God?  

 24 hours a day 

- 8 hours in sleeping 

- 6 hours in eating/drinking/moving 
 

10 hours, you have, to play with        

Let’s see how much time you spend on reading His love letter 

How much time do you give to God?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편지를 얼마나 많이 읽으십니까? 

하루 24시간 
- 잠 8시간 
- 먹고/마시고/이동하는 데 6시간을 제외하면 

 
당신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10시간 

당신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Do you tithe your time, one hour out of ten hours? 

you can read 10 chapters a day! 

- The Bible has 1,189 chapters. 

- Then, you can read the Bible, from cover to 

cover, 3 times a year! 

 
 

If you read the Bible 1 hour a day, a miracle happens! 

God wants your time…not money, because He wants to have fellowship with you.  

I think reading the Bible is the hardest thing to do - giving money is easy. Which one is harder to you? 

당신은 시간의 십일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일 성경을 하루에 한 시간씩 읽는다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돈이 아니라 시간을 원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과의 
교제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성경을 읽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 
같습니다 – 돈을 드리는 것은 쉽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이 더 어렵니요? 



Love Thyself 
네 자신을 사랑하라. 



  

- You should love yourself 

with the love of God 

- Jesus loved you so 

much that He died for 

you, a sinner. 

That’s the love of God.  

네 자신을 사랑하라. 

-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 예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죄인인 당신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When bad things happen,  

Don’t blame others…………….nor yourself!  

Encourage yourself with the Word of God! 

나쁜 일이 일어날 때, 

남들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격려하십시오. 



Do you still remember the story - David and his men’s families in Ziklag taken 

captives by the Amalek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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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다윗이 {주} 자기[하나
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1 Samuel 30:6 사무엘기상  

When nobody encourages you, rather discourages you, you should 

be able to encourage yourself. God is with you. God is always there! 

시글락에 있던 다윗과 그를 따르는 용사들의 가족들이 아말렉 족속에서 잡혀간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아무도 격려해주지 않고 낙담시킬 때, 당신은 자신에게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언제나 옆에 계십니다! 



Encourage yourself with the Word of God 
I know when you are so troubled you cannot speak. 

Ps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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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sal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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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격려하라. 

너무나 힘들 때, 말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 But don't trust 

yourself.  

- You are a human. 

- You still live in 

sinful flesh. 

네 자신을 사랑하라. 

- 하지만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 당신은 인간입니다. 

- 당신은 아직도 죄의 육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Do NOT trust yourself - I don’t trust myself! 

He that trusteth in his own heart is a fool: but 

whoso walketh wisely, he shall be delivered. 

자기 마음을 신뢰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이나, 

누구든지 지혜롭게 걷는 자는 구출되리라. 
 

Proverbs 28:26 잠언  

Don’t trust me - I may say good things here at the pulpit, but I don’t always do what I say. 

But just love me as your poor and needy brother.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 저는 제 자신을 믿지 않습니다. 

저를 믿지 마세요 – 저는 여기 강대상에서 좋은 것들을 말하지만, 제가 말하는 것을 항상 하지는 못합니다.  
당신의 불쌍하고 궁핍한 형제로서 저를 사랑해 주세요. 



Since you have been good so far, I’ll tell you #2 rule to make money. 

Don’t forget #1 Rule - Don’t lose money! Simple! 

This is what Warren Buffet said; he owns a net 

worth of $96 B (순자산 96조), about 20% of 

Korea budget (한국예산의 20%).  

#2 Rule to Make Money 

But, I trust in the living God, who giveth us richly all things to enjoy; ( 1 Timothy 6:17) 

저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 ,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어 누리게 하시는 분을 신뢰합니다 

이제 돈 버는 두 번째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규칙 – 돈을 잃지 마라! 쉽죠! 워렌 버펫이 말한 것입니다; 그는 96조원의 순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예산 규모의 20%에 해당합니다. 



God wants you to enjoy what He has given. Don’t overwork. Take time to relax, 

think, and enjoy. Be not righteous over much; neither make thyself over wise. 

There is nothing better for a man, than that he 

should eat and drink, and that he should make his 

soul enjoy good in his labour. This also I saw, that it 

was from the hand of God.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스스로 

수고하는 가운데 자기 혼으로 하여금 좋은 것을 즐기게 하는 것보다 더 좋
은 것은 없도다. 내가 이것도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도다. 

Ecclesiastes 2:24  전도서 

Take time to consider what God has done for you, NOT what you’ve 

done for yourself and your achievements. Enjoy His blessings.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즐기기를 바라십니다.  과로하지 마세요.  좀 쉬면서, 생각도 하기 즐기세요. 
너무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고, 너무 현명해지려고 하지도 마세요. 

당신 스스로 한 것, 당신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해 주신 것을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즐기세요. 



Love 
Thy Neighbour 

네 이웃을 사랑하라. 



Jesus says,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This is the second greatest 

commandment after “Love God”. 

And the second is like, namely this, Thou shalt love 
thy neighbour as thyself. There is none other 
commandment greater than these.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네 이웃을 네 자
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
느니라. 

  

 

Mark 12:31 마가복음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음의 둘째로 큰 명령입니다. 



Love your neighbor… Jesus quoted Leviticus 19:18  

Thou shalt not avenge, nor bear any grudge against 

the children of thy people, but thou shalt love thy 

neighbour as thyself: I am the LORD. 

너는 원수를 갚지 말고 네 백성의 자손들에게 불평하지 말며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이니라. 

 

Leviticus 19:18  레위기 

Love means no avenge, no grudging. “Avenge not yourselves… 

Vengence is mine (Rom 12:19). No murming, no complaining, no gossiping! 

네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레위기 19:18절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랑은 복수도 불평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복수는 내게 속한 것이니라(롬 12:19).  
투덜거리지 말고, 불평도, 잡담도 마세요 



Love Your Neighbor…Paul quoted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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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Galatians 5:14 갈라디아서 

It’s a royal law, kingly law, You are a king to rule your subjects and this is a law you must follow - NO Gap-Jil! 

James 2:8  If ye fulfil the royal law according to the scripture, Thou shalt love thy neighbour as thyself, ye do well: 

네 이웃을 사랑하라… 바울도 인용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당신이 높은 위치에 있을 때, 따라야 할 법입니다 – 갑질하지 마세요! 
야고보서 2:8절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 Love your family, 

your brethren in 

Christ, and the lost 

네 이웃을 사랑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가족, 당신의 형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십시오. 



Love Your Neighbor 
Start with the ones close to you 

Family 

네 자신을 사랑하라.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하세요 

가족 



Wives, love your husbands - submit, submit, submit; don’t feel bad. 

You complement them - you are an help meet for man. Be proud. 

Eph 5:22 Wives, submit 

yourselves unto your own 

husbands, as unto the Lord.  

Col3:18  Wives, submit… as it 

is fit in the Lord.  

1 Pet 3:1 wives, be in 

subjection to your own 

husbands;  

Ephesians 5:22, Colossians 3:18 1 Pet 3:1 에베소서, 골로세서, 베드로전서 

 22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18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것이 [주] 안에서 

합당하니라. 

1 아내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세요 –  남편에게 복종하세요.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남편을 칭찬하세요 – 당신은 남자를 위한 조력자입니다.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Eph 5: 25  Husbands, love your 

wives, even as Christ also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for it; 

Ephesians 5:28  So ought men to 

love their wives as their own bodies. 

He that loveth his wife loveth himself. 

Col 3:19  Husbands, love your 

wives, and be not bitter against 

them.. 

Ephesians 5:25, 28  Colossians 3:19 에베소서, 골로새서 

Husband, Love your wife, die for her; your wife is YOU - so don’t talk bad 

about her - she is bad in this or that; be not bitter against her. She’ll bite you. 

Eph 5: 25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
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
사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
이 하라. 

Ephe 5:28  이와 같이 남자들도 마땅
히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할지
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Col 3:19  남편들아, 너희 아내를 사랑
하고 모질게 대하지 말라. 

남편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세요, 그녀를 위해 죽기까지 하세요; 아내가 곧 당신입니다 –  
그러니 아내가 이러니 저러니 하고 나쁘게 말하지 마세요. 아내를 모질게 대하지 마세요. 아내가 당신을 물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Husband, Give honor unto your wife, the weaker vessel. God gives many 

commandments to husbands, because they are the head of the household. 

Likewise, ye husbands, dwell with them according to 

knowledge, giving honour unto the wife, as unto the weaker 

vessel, and as being heirs together of the grace of life;  

남편들아, 이와 같이 너희도 지식에 따라 그들과 동거하고 아내를 

더 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 여기고 존
중하라. 
 

1 Peter 3:7 베드로전서  

My wife was strong before, but now, after the operation, she is weak, and I must take good care of her.  

I now see how valuable she has been. Before I was blind. Now I want to help her in every way, from garbage 

disposal to cleaning to cooking…I am reshaping my mind & home so she can relax and enjoy. 

남편 여러분, 약한 그릇인 아내를 존중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남편이 집안의 머리이기 때문에 남편에게 많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제 아내는 전에는 강했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녀를 돌봐주어야 합니다.  이전의 그녀가 모습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일에서 그녀를 돕고 싶습니다, 

쓰레기 버리는 일부터, 청소, 요리까지… 아내가 편안히 즐길 수 있도록 제 생각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Children, obey your parents, and I know it requires much patience, and 

the patience is a virtue that is necessary in living a long and fruitful life. 

1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2  Honour thy father and mother; 

(which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promise;) 

3  That it may be well with thee, and 

thou mayest live long on the earth. 

Ephesians 6:1-3 에베소서 

1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
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3 이것은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
하게 하려 함이라. 

 

Fathers, provoke not your children to anger or to wrath, don’t discourage 

them; train them for virtue and educate them to be mindful of God.   

아이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세요, 그러려면 많은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인내는 긴 인생을 결실 있게 사는 데 필요한 덕목입니다. 

아버지 여러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십시오, 낙담케 하지 마십시오; 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도록 교육하십시오. 



In sum, each of us should be an example, for our family members to follow us. 

They may not hear you, but they see your way and your doings! 

 Not because we have not power, but to make 

ourselves an ensample unto you to follow us. 

이것은 우리에게 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너희의 본으로 만들어 우리를 따르게 하려 함이었노라. 

 

 
 

2 Thessalonians 3:9 데살로니가후서 

Let’s look each other and say, You are my Example! How would you reply? 

1) Thank you, follow me as I follow Christ, Or 2) Oh, No!  

요약하면, 가족들이 우리를 따를 수 있도록 우리 각자가 본이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당신 말을 듣지 않을지 모르지만 당신의 길, 당신의 행동을 보고 있습니다!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제 본보기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1) 고맙습니다, 제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처럼 저를 따르세요,  아니면  2) 안돼요! 



Love your brothers and sisters  
In the Lord 

Brethren 

네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라 

주 안에서 

형제들 



God commands, Love God, then love your brother t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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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형제들도 사랑하라. 



When you love your brethren, you see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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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분
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완전하게 되었느니라. 

당신이 형제들을 사랑할 때, 당신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You and your brother have one Father. Your brother, sent from God, is sitting next 

to you. If you don’t love your visible brother, how can you love your invisible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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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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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과 형제들은 한 아버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당신의 형제가 당신 옆에 앉아 있습니다. 
당신이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니… (요한일서 3:15a) 



God so loved us that He died for us,  

and we, as He did to us, should be able to die for our br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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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 그분의 사랑을 깨닫나니 우리가 형제들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내놓
는 것이 마땅하니라. 

1 John 3:16  요한일서 

This is a hard saying! This can be done only by the soldiers of faith, like Priscilla 

and Aquila, who had, for Paul’s life, laid down their own necks (Rom 16:4).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에 우리에게 해 주신 것 처럼, 우리는 형제들을 위해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힘든 일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브리스길라와 아귈라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 만이 할 수 있습니다. 



Be an example! 

Brethren, be followers together of me [Paul], and 

mark [obseve to imitate] them which walk so as ye 

have us for an ensample.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또 너희가 우리
를 본보기로 삼은 것 같이 그렇게 걷는 자들을 주목하라. 

 
 

Philippians 3:17  빌립보서 

There are two kinds of professing Christians in every church - those who 

imitate the Saviour (spiritual C), and those who are worldly and vain (Carnal C). 

본보기가 되어라! 

모든 교회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구원자를 닮으려는 사람들 (영적 그리스도인), 그리고 세상을 추구하는 헛된 사람들 (육신적 그리스도인) 



Love, honor, and be an example! 

Be kindly affectioned one to another with 

brotherly love; in honour preferring one 

another;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고 서로 먼저 존중
하라. 

Romans 12:10  로마서  

We all need to strive by mutual kindness to promote the happiness of 

the Christian community, preferring [setting an example] mutually. 

사랑하고, 존중하고, 본보기가 되어라!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서로 먼저 존중하면서 서로에게 친절을 베풀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 But don't trust  
them 

- They are humans. 
- They still live in 

sinful flesh 

네 이웃을 사랑하라. 

- 하지만 그들을 믿지는 마세요 
- 그들은 인간입니다. 

- 그들은 아직도 죄 많은 육신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Do you know who this is, walking on the roof of the king’s house?  

Would you trust him? I certainly would not have him sit next to my wife! 
왕의 집 옥상을 거닐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당신은 그를 믿겠습니까?  저는 절대로 그 사람에 제 아내 옆에 앉도록 하지 않을 것입니다! 



Love Your Neighbor 
the Lost Souls 

The Lost 

네  이웃을 사랑하라 

잃어버린 영혼들 



Luke 10:25-37 누가복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Luke 10:33-35 누가복음 

33 But a certain Samaritan, as he journeyed, came where he was: 

and when he saw him, he had compassion on him, 34 …bound up his 

wounds, ...and brought him to an inn, and took care of him. 35...when 

he departed, he took out two pence, and gave them to the host…Take 

care of him; and whatsoever thou spendest more…I will repay thee. 

33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을 하다가 그가 있던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34...그의 상처를 싸매며 그를...여관으로 데려가 돌보
아 주고 35...떠날 때에 이 데나리온을 꺼내 주인에게 주며 그에게 이르
되, 그를 돌보아 주라. 당신이 얼마를 더 쓰든지 내가... 갚으리라... 

We all know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A man was mugged, and a priest and a Levite came by, and passed by. 

우리 모두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당했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왔다가 그냥 지나쳤습니다. 



The Good Samaritan 

A Samaritan - of a race most hated of all people by 

the Jews - had shown the kindness of a neighbor, 

while a “priest” and a “Levite” had denied it “to their 

own countrymen.” 

멸시받는 사마리아인이, 유대사람을 도와주네요.  

성직자라는 사람들은, 자기네 유대 사람을 안 도와주는데.  

Luke 10:33-35 누가복음 

How about us, Christians? 

선한 사마리아인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Who Is My Neighbor? 
Luke 10:37 누가복음 

37 And he [a lawyer willing to justify himself] said, He 
that shewed mercy on him. Then said Jesus unto him, 
Go, and do thou likewise.  

그가 이르되, 그에게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하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
라, 하시니라. 

Your neighbor is someone who happens to come in your life. 

He or she can be your friend or nobody, but in need. 

God doesn’t send him or her by chance; it’s God’s appointment, providence. 

누가 나의 이웃인가? 

당신의 이웃은 당신의 삶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친구가 될 수도, 아무도 아닌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 사람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것, 섭리입니다. 



How can we love our neighbors? #1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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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
가 궁핍한 것을 보고도 동정하는 마음을 닫아 그를 피하면 어
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거하겠느냐? 

어떻게 우리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1 동정심을 가져라 



Suffering is NOT for Nothing! 

고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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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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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suffer, and God, full of compassion, comforts us; and when our 

neighbors suffer, we, with godly compassion, should comfort them.  

우리는 이웃을 위해 고난 받습니다. 

고난은 당신이 이웃을 동정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고난 받고, 동정심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우리의 이웃이 고난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동정심을 가지고 그들을 위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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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동정심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들에게 동정심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 
• 고아와 과부들 
• 병든 사람들 
• 죄수들 
• 외국인들 
•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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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하여 가진 것을 매우 기쁘게 쓰고 나 자신을 쓰리라. 

How can we love our neighbors? #2 Be Spent 

Paul, who spent so much love to the church of Corinth, was not loved much by them. 

Rather, the more he loved them, the less he was loved. But he says, I will, very gladly, 

spend and be spent for you! You may feel used, abused, but NOT in the eyes of God.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2 자신을 쓰라. 

고린도 교회에게 자신을 정말 많이 썼던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사랑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면 사랑할 수록, 덜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합니다, 나는 그들을 위해 매우 기쁘게 나 자신을 쓰리라! 당신은 쓸모없는 일이라고 느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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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w can we love our neighbors? #2 Be Spent 

Paul was gladly spent, because he was looking for their souls, NOT their money and 

property. Paul was spiritual (mature) and Corinthian Christians were  carnal - baby 

Christians. “And without all contradiction the less is blessed of the better.” Hebrews 7:7  

어떻게 이웃을 사랑할 것인가?  #2 자신을 쓰라. 

바울은 기쁘게 자신을 썼습니다, 그들의 돈이나 재산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었고 
고린도 교인들은 육신적인 갓난아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낮은 자가 더 나은 자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것에는 전혀 모순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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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
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Do you want to love your neighbors? Action! 

Don’t be selfish. Look into the welfare of others, and to strive to do them good 

- This is our duty. But don’t be “busy-bodies in other people’s matters” 

이웃을 사랑하고 싶나요?  행동하세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복지를 신경쓰세요.  그들을 잘 대하도록 노력하세요. 
- 이것은 의무입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기웃거리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A Korea-stationed European reporter says 

Crazy 
  

Cell phone 

Free 
govt money 

Trot 

No Thinking 
 

Quick, but sloppy 

Slow, but steady 

NATO 
 

No Action  

Talking Only 
 

Koreans have 3狂1無1有 

한국에 주재했던 유럽 기자들이 한 말 

빠르지만, 엉성하다. 

느리지만 꾸준하다. 

광분한다. (휴대폰, 공돈, 트로트) 생각이 없다.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한다. 



 

Chinese run, and think; 

Japanese think, and run. 

Americans think, running; 

Koreans run, and forget. 
 

중국인들은 일단 뛰고 난 뒤 생각하고; 일본사람들은 생각하고 난 뒤 뛴다. 

미국인들은 뛰면서 생각하고; 한국인들은 뛰다가 잊어버린다. 

think, run…forget 

A Korea-stationed European reporter says 
한국에 주재했던 유럽 기자들이 한 말 



Chinese can dance, but can’t sing; 

Japanese can’t dance, and can’t sing. 

Koreans CAN dance, and CAN sing. 

Good News! 

A Well-Known Celebrity says 
한 유명인이 한 말 

중국 사람들은 춤 주지만, 노래할 줄 모른다 
일본 사람들은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 한다. 

한국 사람들은 춤도 추고 노래도 한다. 



 And whatsoever ye do, do it heartily, as to the 

Lord, and not unto men;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
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Colossians 3:23 골로새서 

You need to put your heart and soul in everything, not just the body. 
And think and think! Ask yourself, why am I doing this for? 

To please God or men? 

Forget the earthly nationality. We are Christians, citizens of Heavenly Kingdom. 

We are holy, separated from others. We are different. Do differently! BAE!  

국적이 무엇인지는 잊자.  우리는 그리스도인, 하늘 왕국에 속한 시민들. 
우리는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릅니다. 다르게 행동하세요! 

우리는 모든 일에서 단지 몸 만이 아니라 마음과 혼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각하고 생각하세요! 내가 이것을 왜 하는가를 자문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1 Timothy 1:5 디모데전서 

 Now the end of the commandment 
is charity out of a pure heart, and of a 
good conscience, and of faith unfeigned: 

이제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1 Peter 1:22 베드로전서   

 Seeing ye have purified your souls in obeying the 
truth through the Spirit unto unfeigned love of 
the brethren, see that ye love one another 

with a pure heart fervently: 

너희가 성령을 통해 진리에 순종함으로 너희 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들을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순수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Charity suffereth long, and is kind…Charity never fail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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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