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묵상본문 통독본문

2023 FEB

1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
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2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
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3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
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
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4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
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5 그러므로 그 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6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
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7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8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백십 세에 죽으매 
9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아스 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10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
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11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
을 섬기며

약속의
사람들 
The People 

of the Promise

2장에서는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죽은 후 여호수아를 
더 이상 알지 못하는 세대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들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갑니다.

새545장(통344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사사기 2:1-11 사사기 2장

02
목요일・Thu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2524



Reading Insight

Meditation Reading Plan

1 Now the angel of the LORD went up from Gilgal to Bo-
chim. And he said, “I brought you up from Egypt and 
brought you into the land that I swore to give to your fathers. 
I said, ‘I will never break my covenant with you,
2 and you shall make no covenant with the inhabitants of this 
land; you shall break down their altars.’ But you have not 
obeyed my voice. What is this you have done?
3 So now I say, I will not drive them out before you, but they 
shall become thorns in your sides, and their gods shall be a 
snare to you.”
4 As soon as the angel of the LORD spoke these words to 
all the people of Israel, the people lifted up their voices and 
wept.
5 And they called the name of that place Bochim. And they 
sacrificed there to the LORD.
6 When Joshua dismissed the people, the people of Israel 
went each to his inheritance to take possession of the land.
7 And the people served the LORD all the days of Joshua, 
and all the days of the elders who outlived Joshua, who had 
seen all the great work that the LORD had done for Israel.
8 And Joshua the son of Nun, the servant of the LORD, died 
at the age of 110 years.
9 And they buried him within the boundaries of his inheri-
tance in Timnath-heres,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north 
of the mountain of Gaash.
10 And all that generation also were gathered to their fathers. 
And there arose another generation after them who did not 
know the LORD or the work that he had done for Israel.
11 And the people of Israel did wha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served the Baals.

왜,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그 땅 사
람들을 다 쫓아내지 않고 남겨 두
셨을까요? (2-3절)
Why didn’t the Lord drive out 
the people of the land for the 
Israelites? (vv. 2–3)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행한 
일은 무엇인가요? (11절)
What did the generation who 
didn’t know the Lord do? (v. 11)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In Chapter 2, we learn about a generation of people who came 
after the death of Joshua, son of Nun. These were the people 
who did not know the Lord. They strayed far from the Lord.

Down in the Valley Where the Mists of Doubt Arise

Judges 2:1~11 Judge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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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기존 전쟁 기준과 다른 명령을 
내리십니다. 신명기 20장 10–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전쟁 규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항복할 것을 권유하고 항복하면 성
문을 열어준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만약 항
복하지 않으면 성 안에 있는 남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여자들과 아이들, 가축들, 성읍 안에 모든 것을 탈취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히브리어로 “헤렘”
이라고 부르는 ‘진멸시키는’ 전쟁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에 순종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서 이러한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란 사실을 기억하라! 도대체 너희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나 여호와 하나님이냐? 가나안 땅이냐?” 묻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도 우리들의 관심이 엉뚱한 곳을 향할 
때마다 옆구리를 콕콕 찌르십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자 오늘도 내가 바
라보는 곳을 함께 보자고 말씀하십니다. 점점 무감각해지고 하나님 보
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이 아니라 점점 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
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 가시길 바랍니다. 

As the Israelites engage in war to conquer Canaan, the Lord gives 
them a command that is different from what is normally expected in 
other types of war. These rules of engagement in a typical war can be 
found in Deuteronomy 20:10-14. In it, they are told to make an offer of 
peace to the people of the city about to be conquered. If the people of 
the city accept the offer, then they will be put to forced labor. If they 
refuse the offer, then all men in the city will be killed while the women, 
the children, the livestock and everything else in the city are taken as 
plunder. 

But in their war with nations in Canaan, they are commanded to carry 
out warfare that is referred to as “herem” in Hebrew, which has “total 
annihilation” as its goal. Nothing should be left but everything must be 
destroyed or killed. This is certainly not an easy command to follow. 
Why did the Lord give such a brutal command? Perhaps the Lord 
wanted to tell the Israelites, “Remember that the Lord is sovereign 
even over this land! What is the focus of your interest? Is it me the Lord 
Yahweh or the land of Canaan?”

Even today, when we stray from the Lord and place the focus of life 
on something other than Him, the Lord pokes at our side, encouraging 
us to walk with Him and to embrace the vision of life that the Lord has 
for us. I pray that you will remain faithful and not stray from the Lord as 
you respond to His Word with faithfulness and seek to live your life in 
ways that will please the Lord. 

임마누엘연합감리교회, 전병욱(CO)
푸에블로한인교회, 최윤선(CO)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옆구리에 가시 
A Thorn in the Side

2726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하루 동안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마음과 생각, 깨달음, 결단을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기록하십시오.

@기쁨의 언덕으로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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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묵상본문 통독본문

2023 FEB

1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을 시험하려 하시며 
2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 두신 이방 민족들은
3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
하는 히위 족속이라 
4 남겨 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
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5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
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에 거주하면서 
6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
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7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
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8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
산 리사다임을 팔 년 동안 섬겼더니 
9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이스
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
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이라 
10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
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옷니엘의 손이 구
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11 그 땅이 평온한 지 사십 년에 그나스의 아들 옷니엘이 죽
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That Which 

Pleases the Lord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옷니엘이 등장합니다. 옷니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입니다. 옷니엘이 죽고 에훗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눈에 악을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를 
받게 됩니다.

새93장(통93장) 예수는 나의 힘이요

사사기 3:1-11 사사기 3장

03
금요일・Fri

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2928



Reading Insight

Meditation Reading Plan

1 Now these are the nations that the LORD left, to test Israel by 
them, that is, all in Israel who had not experienced all the wars 
in Canaan.
2 It was only in order that the generations of the people of Israel 
might know war, to teach war to those who had not known it be-
fore.
3 These are the nations: the five lords of the Philistines and all 
the Canaanites and the Sidonians and the Hivites who lived on 
Mount Lebanon, from Mount Baal-hermon as far as Lebo-ha-
math.
4 They were for the testing of Israel, to know whether Israel 
would obey the commandments of the LORD, which he com-
manded their fathers by the hand of Moses.
5 So the people of Israel lived among the Canaanites, the Hit-
tites, the Amorites, the Perizzites, the Hivites, and the Jebusites.
6 And their daughters they took to themselves for wives, and 
their own daughters they gave to their sons, and they served 
their gods.
7 And the people of Israel did wha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They forgot the LORD their God and served the Baals 
and the Asheroth.
8 Therefore the anger of the LORD was kindled against Isra-
el, and he sold them into the hand of Cushan-rishathaim king of 
Mesopotamia. And the people of Israel served Cushan-risha-
thaim eight years.
9 But when the people of Israel cried out to the LORD, the 
LORD raised up a deliverer for the people of Israel, who saved 
them, Othniel the son of Kenaz, Caleb’s younger brother.
10 The Spirit of the LORD was upon him, and he judged Isra-
el. He went out to war, and the LORD gave Cushan-rishathaim 
king of Mesopotamia into his hand. And his hand prevailed 
over Cushan-rishathaim.
11 So the land had rest forty years. Then Othniel the son of Ke-
naz died.

이스라엘 자손이 잊어버린 것은 무
엇인가요? (7절)
What did the Israelites forget? 
(v. 7)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우신 한 구원자는 누구인가요?
(9절)
Who did the Lord raise to be a 
deliverer for the Israelites 
when they cried out to the 
Lord? (v. 9)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The first judge of Israel, Othniel, is introduced. The name Oth-
niel means, “God is my strength.” After Othniel’s passing, Ehud 
is introduced. Because they did evil in the eyes of the Lord, the 
Israelites became subject to Eglon, King of Moab.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Judges 3:1-11 Judges 3

2928



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옷니엘은 사사들 중에 우리가 흔히 들어본 인물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런데 그의 이름의 의미가 얼마나 귀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
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힘이라고 하면 돈이 
떠오르거나 권력을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것과 나의 자리에만 집중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나 개인의 힘에 모든 관심을 쏟다 보니 정작 나의 힘이 
어디에서 오는지는 잊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세움 받은 사람이 옷니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을 수 있었고 하나님이 
도우시니 전쟁에 나가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의 힘이 우리들의 삶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 돌아보기 바랍니
다. 하나님은 감당할 힘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가 그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낙심하는 것을 가만히 보시기만 하는 분이 아
니라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옷니엘을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세
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설 수 있음이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시기 때문입니다. 하
나님! 내가 가정을 돌보는 것도 오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서 나와 함
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속한 교회를 섬기고 기둥이 되어 무너
지지 않도록 기도하며 헌신하는 것도 다 나의 힘이 주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우리에게 힘주셔서 나의 삶에 주어진 일들
을 기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라고 선포하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Othniel may not be one of the judges whom we are familiar with. But his 
name certainly means something that all of us can truly appreciate, “God is 
my strength.” In our world today, the idea of strength is often associated 
with having a lot of wealth or power. This shows that we are often focused 
on what we have and our positions in society. Sometimes, we are so fo-
cused on our own strength, we often forget the true source of our strength. 
In our scripture, the Lord raises Othniel, a man whose name means “God is 
my strength,” when the Israelites cry out to the Lord.

When the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Othniel, he was able to create an 
army of Israelite fighters and, with God’s help, claim victory in the war. 
Similarly, even though the strength of God in life may not seem so obvious 
or visible to our eyes, God’s strength always makes all the difference in our 
lives. Our God gives us strength to endure and power to do even impossi-
ble things. God doesn’t just observe our failures or disappointments as a 
bystander but rather raises us up and gives us strength as God raised up 
Othniel.

In your life and ministry, may you continue to look to God and pray to 
God, “Lord, I am able to stand and not fall because you are with me and 
give me strength. I am able to look after my family because you are with 
me and give me strength. Because you give me strength, I am able to 
serve my church faithfully and with dedication. Be my strength always and 
help me to live my life with joy and accomplish great things for your glory!”

한미연합감리교회, 이지성(CO)
뉴헤이븐연합감리교회, 최영(CT)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나의 힘 주께 있네 
My Strength is in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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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묵상본문 통독본문

2023 FEB

1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2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로셋 학고임에 거주
하는 시스라요 
3 야빈 왕은 철 병거 구백 대가 있어 이십 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
르짖었더라 
4 그 때에 랍비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
사가 되었는데 
5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벧엘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
을 받더라 
6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으로 가라 
7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
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네게 이르게 하고 그를 네 손에 
넘겨 주리라 하셨느니라
8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9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
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
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10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만 명이 그
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꿀벌이라는
이름 

The Name 
of Honey Bee

가나안 지역을 다스리던 하솔 왕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보유할 정
도로 강한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인 드보라를 이스
라엘 의사결정 최종 책임자로 선택하십니다. 드보라는 전쟁의 한 가
운데로 뛰어듭니다.

새80장(통101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사사기 4:1-10 사사기 4장

04
토요일・Sat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Lord. Have Mercy on Us.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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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ing Insight

Meditation Reading Plan

1 And the people of Israel again did wha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after Ehud died.
2 And the LORD sold them into the hand of Jabin king of Ca-
naan, who reigned in Hazor. The commander of his army 
was Sisera, who lived in Harosheth-hagoyim.
3 Then the people of Israel cried out to the LORD for help, 
for he had chariots of iron and he oppressed the people of Is-
rael cruelly for twenty years.
4 Now Deborah, a prophetess, the wife of Lappidoth, was 
judging Israel at that time.
5 She used to sit under the palm of Deborah between Ramah 
and Bethel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the people of 
Israel came up to her for judgment.
6 She sent and summoned Barak the son of Abinoam from 
Kedesh-naphtali and said to him, “Has not the LORD, the 
God of Israel, commanded you, ‘Go, gather your men at 
Mount Tabor, taking 10,000 from the people of Naphtali and 
the people of Zebulun.
7 And I will draw out Sisera, the general of Jabin’s army, 
to meet you by the river Kishon with his chariots and his 
troops, and I will give him into your hand’?”
8 Barak said to her, “If you will go with me, I will go, but if 
you will not go with me, I will not go.”
9 And she said, “I will surely go with you. Nevertheless, the 
road on which you are going will not lead to your glory, for 
the LORD will sell Sisera into the hand of a woman.” Then 
Deborah arose and went with Barak to Kedesh.
10 And Barak called out Zebulun and Naphtali to Kedesh. 
And 10,000 men went up at his heels, and Deborah went up 
with him.

드보라 남편의 이름은 무엇인가
요? (4절)
What is the name of Deborah’s 
husband? (v. 4)

왜 바락은 드보라에게 함께 가지 
않으면 가지 않겠다고 했을까요? 
(8절)
Why did Barak say he wouldn’t 
go unless Deborah was with 
him? (v. 8)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Jabin, King of Hazor and ruler of Canaan, was a powerful ruler 
with 900 iron chariots. Deborah, the judge, is chosen by God as 
the final decision-maker for Israel. Deborah is thrown into the 
thick of the conflict.

There Is No Name So Sweet

Judges 4:1-10 Judge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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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을 뜬 첫 시간  □
예수님을 생각했습니까?  

첫 기도 First Prayer  □

묵상 Reading & QT  □

한 말씀 One Word   □

단숨기도 One Prayer   □

❶
❷
❸

오늘의 감사 Thanks Note

저널링, 예수님과 함께
Journaling with Jesus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마음 God’s heart & your heart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 For Walking with Jesus 

✽조금 더 깊이, 멀리 Taking it deeper, further 

한 말씀 One Word 
종일 더 깊이 묵상하기 위해 
오늘 주신 한 말씀을 
붙잡습니다.

단숨기도 One Prayer
오늘 주신 말씀으로 
실천을 위한 짧은 
한문장 기도를 기록합니다.

교회와 사역자를 위한 기도 
Prayer for Churches & Pastors

언덕위의 소리 Voices from The hill

꿀벌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드보라가 등장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문화에서 여성은 중요한 결정은 커녕 재산을 측정할 때, 사람의 수를 셀 
때에도 제외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를 주목하는 이유는 단
순히 그녀가 여성이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 이름값을 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
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는데 정작 난 내가 누군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또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것만큼 안타깝
고 낭비되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꿀벌’이란 이름의 선지자 드보라
는 ‘번개’란 의미의 이름을 가진 바락, ‘횃불’이란 의미의 이름을 가진 
남편 랍비돗 보다도 더 용감했고 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었
습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
랍니다. 내 이름을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고 당당하게 설 수 있도
록 어떤 전쟁과 같은 현실에서도 승리하는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아십니다. 그리고 영
원한 생명의 길로, 승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문화와 시대적 
상황이 나를 바라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말
씀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을 오늘도 사용하십니다. 

Deborah, whose name means “bee,” makes an appearance. Women 
were not included in the census or make important decisions in Israelite 
culture at the time. Deborah is highlighted in today’s text for more than 
just her gender.

I want to become someone who is worthy of my name in the eyes of 
God, who knows my name. There is not a more sad and wasted life 
than not knowing who I am, what I live for, or where I am going, de-
spite the fact that God has called me. Deborah, whose name meant 
“bee,” was a God-fearing woman who was braver and more powerful 
than Barak, whose name meant “lightning,” and than her husband, 
Lappidoth, whose name meant “torch.” 

“He knows my name, He knows my every thought…” Please contin-
ue to pray to the Lord. Let us pray so that we can boldly and proudly 
stand before God who calls on our name. Please ask for the faith to tri-
umph in any reality, such as war. God recognizes your name and he will 
lead you to eternal life, the path of victory. Today, God uses people of 
faith who do not abandon the Word of God and live according to the 
Word rather than the standards of culture and times.

새생명교회, 최동현(CT)
커네티컷한인중앙교회, 김정환(CT)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내 이름 아시죠
He Knows My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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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칼 럼

벌써 30년도 지난 일입니다. 당시 교회 상황이 저에게 참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잊
을 만하면 대형 교회에서 추문이 터져 나오고, 기독교인으로 유명한 정치인들이 비리에 
연루되어 뉴스에 오르고, 교계는 목회자들의 교권 싸움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런 상황
에서 저로 하여금 믿음의 길을 계속 가도록 붙들어 준 몇 분의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저를 붙들어 준 것이 아니라, 제가 그분들을 붙들고 버텼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때 그분들 중 한 분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대략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지
금의 교회 상황에 너무나 실망스럽습니다.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자주 저를 괴롭힙
니다. 지금껏 버티고 있는 것은 목사님 때문입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살아계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그분은 그 이후로도 줄곧 같은 걸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분
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저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교회가 희망으로 보인 시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소수의 남은 자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부디, 소수의 남은 자로 사시기를 기도합니다.”

그 답이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상황에 대해 불평 하기를 멈추고 나 자신을 바
로 세우는 일에 마음을 쏟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이후의 저의 영적 생활은 나 자신을 
지키려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다고 말할 때
김영봉 목사 (와싱톤사귐의교회,	VA)

02/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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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u n d a y  c o l u m n

그것은 공지영 작가의 소설 “도가니”의 주인공 서유진의 생각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는 감추어진 사학 비리를 캐내기 위해 싸웁니다. 그 싸움으로 인해 힘겨워 하는 것을 
보고 어느 형사가 묻습니다. “그런 순진한 방법으로 세상을 바꾸려고 그 고생을 합니
까?” 그러자 서유진이 답합니다. “세상을 바꾸려는 마음 이미 다 접었어요. 난 그들이 나
를 바꾸지 못하게 하려고 싸우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저를 지키기 위해 힘써 왔는데, 요즈음에는 저도, 제가 그 목사님에게 
보냈던 것과 비슷한 내용의 메일을 후배 목회자들에게서 받곤 합니다. 그런 메일을 받을 
때면 두렵고 떨립니다. 제가 다른 누구의 희망의 근거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님을 알기 때
문입니다. 누구도 감히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영원하
고 참되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메일을 받을 때면 마음의 옷깃을 여미
고 저 자신을 돌아 봅니다. 더욱 깨어 있기를 힘씁니다.

오늘의 교계의 상황은 30년 전보다 더 희망을 보기 어렵습니다. 팬데믹 기간 중에 교
회의 민낯이 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믿
음을 버리려는 유혹에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때이기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남은 자
들 중에 발견되기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사람들을 찾으십니다. 희망이 있다면,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때문이고, 남은 자 중 하나로 남아 있기 위해 신실하게 살아가
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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