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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2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
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3 미가가 은 천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
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
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
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네게 도로 주리라 
4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
가 그 은 이백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5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6 그 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
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7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
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8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
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9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
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
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10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
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11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
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 같이 됨이라
12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13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타락의 끝 
The End of the Fall 

에브라임 산간 지방 사람인 미가가 자신의 집에 신당을 만들고 레위
인을 자신의 집에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단 지파 사람들이 미가의 집
에 와서 신당들과 제사장을 데리고 갑니다.

통독본문묵상본문

새510장(통276장) 하나님의 진리 등대

사사기 17:1-13 사사기 17-18장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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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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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There was a man of the hill country of Ephraim, whose name was 
Micah.
2 And he said to his mother, “The 1,100 pieces of silver that were 
taken from you, about which you uttered a curse, and also spoke it 
in my ears, behold, the silver is with me; I took it.” And his mother 
said, “Blessed be my son by the LORD.”
3 And he restored the 1,100 pieces of silver to his mother. And his 
mother said, “I dedicate the silver to the LORD from my hand for 
my son, to make a carved image and a metal image. Now therefore 
I will restore it to you.”
4 So when he restored the money to his mother, his mother took 200 
pieces of silver and gave it to the silversmith, who made it into a 
carved image and a metal image. And it was in the house of Micah.
5 And the man Micah had a shrine, and he made an ephod and 
household gods, and ordained one of his sons, who became his 
priest.
6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7 Now there was a young man of Bethlehem in Judah, of the family 
of Judah, who was a Levite, and he sojourned there.
8 And the man departed from the town of Bethlehem in Judah to so-
journ where he could find a place. And as he journeyed, he came to 
the hill country of Ephraim to the house of Micah.
9 And Micah said to him, “Where do you come from?” And he said 
to him, “I am a Levite of Bethlehem in Judah, and I am going to so-
journ where I may find a place.”
10 And Micah said to him, “Stay with me, and be to me a father and 
a priest, and I will give you ten pieces of silver a year and a suit of 
clothes and your living.” And the Levite went in.
11 And the Levite was content to dwell with the man, and the young 
man became to him like one of his sons.
12 And Micah ordained the Levite, and the young man became his 
priest, and was in the house of Micah.
13 Then Micah said, “Now I know that the LORD will prosper me, 
because I have a Levite as priest.”

미가가 돌려준 은화로 그 어머니는 
무엇을 만들었나요? (3절)
What did the mother make 
from the silver coins that Mi-
cah returned to her? (v. 3)

미가가 젊은 레위인을 제사장으로 
고용하는데 무엇을 제안했나요? 
(10절)
What did Micah propose when 
hiring a young Levite as a 
priest? (v. 10)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Micah, a local of the mountains of Ephraim, builds a shrine in his 
house and establishes a Levite as his home priest. The people 
of the tribe of Dan come to Micah’s house and take the shrines 
and the priest with them.

Reading PlanMeditation

Brightly Beams Our Father’s Mercy

Judges 17:1-13 Judges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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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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핏 들으면 하나님의 집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 전용이
란 단어가 우리를 불편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불편함이 없다면 우리
는 이웃에 대한 생각도 하나님의 마음에도 관심이 하나도 없는 개인의 
복만 중요시하는 사람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개인 전용이 주는 매력
이 분명 있습니다. 개인 별장과 개인 비행기, 개인 수영장…. 매력적이고 
우리에게 편안함과 분리된 안정감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삶의 공간 시간도 중요하고 고요함과 수행이 필요한 것
은 사실이지만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기쁨, 아낌없이 나누는 나눔, 돕고 
섬기는 사랑의 실천이 빠진 삶은 공허할 것입니다. 공동체의 가장 작은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필요한 행함이기 때문입니다. 희생과 헌신을 통해 
가정은 굳건히 서 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집
은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집이고 병들고 아프고 소외된 자들이 와서 평
안과 쉼, 회복을 얻는 곳입니다. 

신당(하나님의 집)의 제사장을 고용하는데 일 년 치 연봉이 은화 10
이라 합니다. 미가가 잃어버렸던 돈이 은 천백이니 제사장의 110년 치 
연봉에 달하는 돈이었던 것입니다. 돈으로 제사장은 살 수 있습니다. 그
러나 돈으로 하나님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에 살면
서 하나님의 집까지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타락한 사사 시대가 더 이상 
이 시대에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At first glance, God’s house is necessary and important. But the 
phrase “private only” will make us uncomfortable. If there is no dis-
comfort here, we will be no different from those who value only the 
blessing of the individual, who has neither thoughts of his neighbor nor 
the heart of God in them. There is definitely an attraction that this word 
“private” gives. Private villa, private plane, private pool.... It is true that it 
is attractive and gives us a sense of comfort and security of separation.

However, while it is true that the spatial time of an individual’s life is 
also important and requires stillness and performance, a life that lacks 
the joy of community together, the generous sharing, and the practice 
of love to help and serve, will be empty. It is a necessary act from the 
family, the smallest unit of the community. Because we know very well 
that through sacrifice and dedication, the family is standing firm. The 
House of God is a house where everyone comes and prays and where 
the sick and the marginalized come and find peace, rest, and restoration. 

The priest of the new church (house of God) is hired and the annual 
salary per year is said to be 10 silver coins. The money that Micah lost 
was a thousand and a hundred pieces of silver, which amounted to the 
priest’s 110-year salary. With money, the priest can be bought but 
money cannot move God. I hope that the fallen era of judges, who lived 
in a world where money was everything and who tried to manipulate 
God’s house as their will, will no longer be repeated in this age.

아이에아한인연합감리교회, 이성현(HI)
올리브연합감리교회, 김배선(HI)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개인 전용 하나님의 집
A Private House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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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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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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FEB

15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
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16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
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 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
손이더라
17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18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
로 가나이다 나는 그 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
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19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짚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
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 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
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하는지라 
20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21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
고 마시니라 
22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
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
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23 집 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
하노니 이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24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
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
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25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
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
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26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
져 밝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27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28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29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열두 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30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
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끔찍한 일 
Terrible Work

레위 사람이 자신의 첩을 데려와 베냐민 지파의 한 노인의 집에 머물
게 됩니다. 불량배들이 레위인 첩을 겁탈하고 죽이게 됩니다. 레위 사
람이 자신의 첩을 12토막 내어 이스라엘 12 지파에게 보냅니다.

묵상본문 통독본문

새438장(통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사사기 19:15-30 사사기 19장

21
화요일・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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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101100



Reading Insight

15 and they turned aside there, to go in and spend the night at Gibeah. And 
he went in and sat down in the open square of the city, for no one took them 
into his house to spend the night.
16 And behold, an old man was coming from his work in the field at eve-
ning. The man was from the hill country of Ephraim, and he was sojourning 
in Gibeah. The men of the place were Benjaminites.
17 And he lifted up his eyes and saw the traveler in the open square of the city. 
And the old man said, “Where are you going? And where do you come from?”
18 And he said to him, “We are passing from Bethlehem in Judah to the re-
mote parts of the hill country of Ephraim, from which I come. I went to 
Bethlehem in Judah, and I am going to the house of the Lord,but no one has 
taken me into his house.
19 We have straw and feed for our donkeys, with bread and wine for me and 
your female servant and the young man with your servants. There is no lack 
of anything.”
20 And the old man said, “Peace be to you; I will care for all your wants. On-
ly, do not spend the night in the square.”
21 So he brought him into his house and gave the donkeys feed. And they 
washed their feet, and ate and drank.
22 As they were making their hearts merry, behold, the men of the city, 
worthless fellows, surrounded the house, beating on the door. And they said 
to the old man, the master of the house, “Bring out the man who came into 
your house, that we may know him.”
23 And the man, the master of the house, went out to them and said to them, 
“No, my brothers, do not act so wickedly; since this man has come into my 
house, do not do this vile thing.
24 Behold, here are my virgin daughter and his concubine. Let me bring 
them out now. Violate them and do with them what seems good to you, but 
against this man do not do this outrageous thing.”
25 But the men would not listen to him. So the man seized his concubine and 
made her go out to them. And they knew her and abused her all night until 
the morning. And as the dawn began to break, they let her go.
26 And as morning appeared, the woman came and fell down at the door of 
the man’s house where her master was, until it was light.
27 And her master rose up in the morning, and when he opened the doors of 
the house and went out to go on his way, behold, there was his concubine ly-
ing at the door of the house, with her hands on the threshold.
28 He said to her, “Get up, let us be going.”But there was no answer. Then he 
put her on the donkey, and the man rose up and went away to his home.
29 And when he entered his house, he took a knife, and taking hold of his 
concubine he divided her, limb by limb, into twelve pieces, and sent her 
throughout all the territory of Israel.
30 And all who saw it said, “Such a thing has never happened or been seen 
from the day that the people of Israel came up out of the land of Egypt until 
this day; consider it, take counsel, and speak.”

갈 곳 없는 레위 사람을 누가 재워 
주었나요? (16절)
Who put up the Levites who 
had nowhere to go? (v. 16)

레위 사람은 문간에 쓰러져 있는 
자기 첩에게 어떻게 했나요?
(28–29절)
What did the Levite do to his 
concubine, who was lying in 
the doorway? (vv. 28–29)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The Levite brought his concubine and stayed in the home of an 
old man from the tribe of Benjamin. The rogues rape and kill the 
Levite concubine. The Levite sent 12 body parts of his concu-
bine to the 12 tribes of Israel.

Reading PlanMeditation

Since Christ My Soul from Sin Set Free

Judges 19:15-30 Judges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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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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위인이 첩을 두었다는 것은 엄격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칠 뿐 아니라 지켜야 
하는 자가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과 같습니다. 레위인(제사장, 예배 인도자) 
마저도 말입니다. 사사기 후반부에 계속되는 종교지도자들의 타락 이야기는 정치, 
사회, 경제, 모든 분야가 혹 무너지고 타락했다 해도 돌아오게 할 수 있고 바로잡아 
줄 수 있는 영적 지도자가 상실된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도
를 알려주고 회개하며 돌아오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돌봐야 할 자가 본인의 사명까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레위 사람과 장막에서 사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9절에 히브리어 성
경은 “아침 일찍 자네의 집으로 떠나게”에서 집을 ‘장막’이라 말합니다. 부요한 집에
서 자란 여인은 오히려 자신의 재산을 탐한 레위인에게서 어떤 사명도 부르심도 발
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살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힘듦, 고통, 어려움은 당연한 것입니다. 

장인의 환대를 받고 떠난 레위인은 기브아의 한 노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끔찍
한 결말로 갑니다. 레위 사람은 살겠다고 자신의 첩을 불량배들이 있는 밖으로 내보
냅니다. 그리고 죽어 있는 아내에게 아침에 나와 한다는 말이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
가자”입니다. 나그네를 돌보는 나그네들 그리고 자신의 아내를 물건 대하듯 하는 레
위 사람을 보면서 사사기는 우리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 다시 묻게 됩니
다. 자신의 가정도 사랑으로 지키지 못하는 제사장들의 타락과 출애굽 이후로 이러
한 끔찍한 일을 본 적이 없다는 사사기를 기록한 자의 기록을 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벌어지는 끔찍한 일들과 잔인한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듯
합니다. 

The Levite’s appearance with his concubine is of one who is supposed to strictly 
teach and keep God’s law, but who has lost his identity. Even the Levites (priests, 
worship leaders)! The story of 2the fall of religious leaders that continues in the sec-
ond half of Judges shows a time when politics, society, economics, and all sectors 
have lost spiritual leaders who can bring back and correct them even if they have 
collapsed and fallen. Those who are to know God’s law, repent, and spiritually care 
for those who return have lost their mission.

Living in the tent with the Levite would not have been an easy task. In verse 9, the 
Hebrew Bible refers to the house as a “tent” in “Let me leave your house early in the 
morning.” A woman who grew up in a wealthy house would rather not have found 
any mission or calling from the Levite who coveted her property. Those who could 
not live in the kingdom of God whether it is a tent or palace or anywhere else may 
well face hardships, pains, and difficulties. 

The Levite, who left after being welcomed by his father-in-law, stayed in the 
home of an old man in Gibea. It has a terrible ending. The Levite sends his concubine 
out to the rogues to save himself. In the morning he says to the dead woman, “Get 
up, let us go.” Seeing the sojourners who cared for the strangers and the Levites 
who treated his concubine as if she was a thing, we may ask again what message 
the Book of Judges has for us. We see the fall of a priest who failed to protect his 
family with love, and at the same time see the author of Judges saying that he had 
never seen such a terrible thing since the Exodus. Even now, they still seem to be 
documenting terrible things and cruel times that happen without fear of God.

디모인한인연합감리교회, 이병훈(IA)
아이오와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 최군임(IA)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잔인한 시대
Brutal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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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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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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FEB

34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만 명이 기브아에 이르
러 치매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3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시매 당일에 이스
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이만 오천백 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36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
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하매 
37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
읍을 쳤음이더라 
38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하고 
39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
엘 사람 삼십 명 가량을 쳐죽이기를 시작하며 이르기를 이들
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 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40 연기 구름이 기둥 같이 성읍 가운데에서 치솟을 때에 베냐
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에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41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
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42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 길로 향하였으나 군
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에서 진
멸하니라 
43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
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으매 
44 베냐민 중에서 엎드러진 자가 만 팔천 명이니 다 용사더라 
45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오천 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이천 명을 죽였으니 
46 이 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이만 오천 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47 베냐민 사람 육백 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 바위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48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다 불
살랐더라

전쟁의 
참혹함 

The Horrors 
of War

베냐민과 전쟁을 하기 위해 이스라엘 전체에서 40만 명이 모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내전입니다. 서로 죽고 죽이는 전쟁
이 일어납니다.

묵상본문 통독본문

새425장(통217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사사기 20:34-48 사사기 20장

22
수요일・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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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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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And there came against Gibeah 10,000 chosen men out of all Is-
rael, and the battle was hard, but the Benjaminites did not know 
that disaster was close upon them.
35 And the LORD defeated Benjamin before Israel, and the peo-
ple of Israel destroyed 25,100 men of Benjamin that day. All these 
were men who drew the sword.
36 So the people of Benjamin saw that they were defeated. The men 
of Israel gave ground to Benjamin, because they trusted the men in 
ambush whom they had set against Gibeah.
37 Then the men in ambush hurried and rushed against Gibeah; the 
men in ambush moved out and struck all the city with the edge of 
the sword.
38 Now the appointed signal between the men of Israel and the 
men in the main ambush was that when they made a great cloud of 
smoke rise up out of the city
39 the men of Israel should turn in battle. Now Benjamin had begun 
to strike and kill about thirty men of Israel. They said, “Surely they 
are defeated before us, as in the first battle.”
40 But when the signal began to rise out of the city in a column of 
smoke, the Benjaminites looked behind them, and behold, the 
whole of the city went up in smoke to heaven.
41 Then the men of Israel turned, and the men of Benjamin were 
dismayed, for they saw that disaster was close upon them.
42 Therefore they turned their backs before the men of Israel in the 
direction of the wilderness, but the battle overtook them. And those 
who came out of the cities were destroying them in their midst.
43 Surrounding the Benjaminites, they pursued them and trod them 
down from Nohah as far as opposite Gibeah on the east.
44 Eighteen thousand men of Benjamin fell, all of them men of valor.
45 And they turned and fled toward the wilderness to the rock of 
Rimmon. Five thousand men of them were cut down in the high-
ways. And they were pursued hard to Gidom, and 2,000 men of 
them were struck down.
46 So all who fell that day of Benjamin were 25,000 men who drew 
the sword, all of them men of valor.
47 But 600 men turned and fled toward the wilderness to the rock of 
Rimmon and remained at the rock of Rimmon four months.
48 And the men of Israel turned back against the people of Benja-
min and struck them with the edge of the sword, the city, men and 
beasts and all that they found. And all the towns that they found 
they set on fire.

전쟁을 선포하기 전 이스라엘 공동
체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7절)
What did the Israelite commu-
nity do before declaring war? 
(v. 7)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시작하며 하
나님께 무엇을 물었나요? (18절)
What did they ask of God be-
fore they began the war 
against the tribe of Benjamin? 
(v. 18)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400,000 people gather from all over Israel to wage war against 
the tribe of Benjamin. It is a civil war that takes place within the 
Israeli community with tremendous casualties.

Reading PlanMeditation

Have Thine Own Way, Lord

Judges 20:34-48 Judge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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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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사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바칩니다. 전쟁을 누가 시작했는지 누구를 
위한 전쟁인지 묻지 않습니다. 전쟁을 통해 무언가를 얻는 사람들은 따로 
있어 보입니다. 믿음의 용사들을 더 이상 잃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전
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승리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묻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미 시작한 전
쟁에서 누가 먼저 죽는가를 묻기보다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 모르고 죽고 죽이는 일
은 멈춰야 할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전쟁의 소식들
을 듣습니다. 이 땅의 평화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특히 전쟁 중 가장 고통받는 아이들과 여성들을 볼 때마다 당장 멈춰 달라
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고는 또 무디어집니다. 내가 전쟁에 참가하고 있
다면,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전쟁 중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까요? 

레위인에게서 시작된 화가 이스라엘 공동체의 내전으로 이어졌습니다. 
급히 도망간 베냐민 지파 사람들 600명을 제외하고 공동체가 거의 사라
질 위기까지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기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답하시기 전까지 가만히 있는 힘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베냐민 지파가 사라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을까요? 오늘날 믿
음의 용사들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전쟁은 무엇인
지 묻게 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싸움이라면 더더욱 하나님의 지
혜와 뜻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Warriors give their lives. There is no questioning who started the war 
and for whom it is being fought. There seem to be people who gain 
something through war. The warriors of faith must no longer be lost. 
We must remember that our war belongs to God, and that the victory 
is not in us, but in God.

How important it is to ask the Lord’s will first! Rather than asking who 
dies first in a war that has already begun, we should ask God’s will for the 
war. Dying and killing without knowing what to fight for and for whom 
should stop. We hear the news of constant wars all over the world. Every 
time we pray for peace on earth, we ask God. Especially whenever I see 
the children and women who are suffering the most during the war, I 
pray for an immediate end. Then my concern becomes dull again. If I am 
at war, if my country is at war, will my prayers be different?

The anger, which began with a Levite, led to the civil war of the Is-
raeli community. With the exception of the 600 people of the tribe of 
Benjamin who fled, the community was on the verge of almost disap-
pearing. The sooner you ask God’s will, the better. But we must also 
have the power to remain still until God answers. Was it God’s will for 
the tribe of Benjamin to disappear? Today, God who calls the warriors 
of faith asks us what kind of war we really need to fight. If it is a battle 
in a community, we will need to seek God’s wisdom and will.

에임스사랑의교회, 이병훈(IA)
콰드시티한인연합감리교회, 조항백(IA)
목회자를 위한 기도

용사들을 잃는 전쟁
A War of Losing Warr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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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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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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의 언덕으로

Today’s Mission Cleared Sticker

107106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묵상본문 통독본문

2023 FEB

16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17 또 이르되 베냐민 중 도망하여 살아 남은 자에게 마땅히 
기업이 있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사
라짐이 없으리라 
18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19 또 이르되 보라 벧엘 북쪽 르보나 남쪽 벧엘에서 세겜으
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
다 하고 
20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21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
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
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베냐민 땅으로 돌아가라 
22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
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
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 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
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
라 하겠노라 하매 
23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서 자
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24  그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
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 곳에서 나와서 자
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25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었다 
There Was 
No King 

베냐민 지파의 남은 자들에게 길르앗 여자들을 주게 됩니다. 실로의 
여인들을 강제로 데려가는 것을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묵인합니다.

새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사사기 21:16-25 사사기 21장

23
목요일・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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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109108



Reading Insight

Meditation Reading Plan

16 Then the elders of the congregation said, “What shall we 
do for wives for those who are left, since the women are de-
stroyed out of Benjamin?”
17 And they said, “There must be an inheritance for the survi-
vors of Benjamin, that a tribe not be blotted out from Israel.
18 Yet we cannot give them wives from our daughters.”For 
the people of Israel had sworn, “Cursed be he who gives a 
wife to Benjamin.”
19 So they said, “Behold, there is the yearly feast of the 
LORD at Shiloh, which is north of Bethel, on the east of the 
highway that goes up from Bethel to Shechem, and south of 
Lebonah.”
20 And they commanded the people of Benjamin, saying, 
“Go and lie in ambush in the vineyards
21 and watch. If the daughters of Shiloh come out to dance in 
the dances, then come out of the vineyards and snatch each 
man his wife from the daughters of Shiloh, and go to the land 
of Benjamin.
22 And when their fathers or their brothers come to complain 
to us, we will say to them, ‘Grant them graciously to us, be-
cause we did not take for each man of them his wife in battle, 
neither did you give them to them, else you would now be 
guilty.’”
23 And the people of Benjamin did so and took their wives, 
according to their number, from the dancers whom they car-
ried off. Then they went and returned to their inheritance and 
rebuilt the towns and lived in them.
24 And the people of Israel departed from there at that time, 
every man to his tribe and family, and they went out from 
there every man to his inheritance.
25 In those days there was no king in Israel. Everyone did 
what was right in his own eyes.

실로의 여인들을 납치하다 그들의 
아버지나 형제들이 와서 따지면 뭐
라고 답하라고 했나요? (22절)
When they kidnapped the 
women of Shiloh, what did the 
leaders say to the womens’ 
fathers or brothers when they 
objected? (v. 22)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던 시대 사람
들이 어떻게 행했다고 기록하며 사
사기를 끝맺고 있나요? (25절)
What was the final statement 
in the Book of the Judges 
about how people behaved in 
the era without kings? (v. 25)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The women of Gilead were given to the remnant of the tribe 
of Benjamin. Israel’s leaders condone the forced taking of the 
women of Shiloh.

Jesus, We Enthrone You

Judges 21:16-25 Judges 21

109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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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이 없는 공동체로 사사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왕이 없는데 다 
자신이 왕이라 생각했던 사사 시대의 결말은 누구도 이렇게 마칠 거라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가닥 희망이었던 레위 사람은 물론 회중
의 장로들, 종교지도자들조차도 내놓는다는 묘책이 여인들이 춤출 때 
몰래 납치하라는 것이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삶을 드리겠다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겠다고 고백한 나입니다. 사사들의 이야기와 레위 제사장들의 부패
와 타락을 보며 나를 돌아봅니다. 왕이 없는 나라에 사는 것처럼 내 마
음대로 행동하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며 살아가는 나를 돌아봅니다. 영
웅담으로만 기억하기 쉬운 사사기는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닌 내 이야기
였던 것입니다. 참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똑똑한 척하고 다 아는 
척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공동체와 이웃들을 바른길로 인도하기는커녕 나조차 그릇된 길
에 서기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과 내일의 역사는 우리가 써 
가는 것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끝까지 
바라봅시다. 

The Book of the Judges concludes with a statement about a com-
munity without a king. In the absence of a king when everyone thought 
they were kings, no one would have expected the end of the Judges’ 
Age like this. There is nothing more to say for those who were a strand 
of hope like the Levites, the elders of the community and even the reli-
gious leaders to allow those men to secretly kidnap the women of Shi-
loh when they danced. 

I am the one who confessed that I would first seek the kingdom and 
righteousness of God to give my life in the worship of God. I look back 
on myself as I remember the stories of the judges and the corruption 
and sinfulness of the Levitical priests. I look back on myself as if I lived 
in a country without a king, acting as I pleased, and judging by what I 
thought. The Book of Judges, which could have been remembered as 
the stories of heroes, is my story, not the stories of the heroes. I feel 
so ashamed and sorry. It reminds me of those times when I pretended 
to be smart, pretended to know everything, and didn’t ask God’s will.

While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sent Jesus Christ, not only are 
we far from leading our communities and neighbors on the right path, 
but even I stood on the wrong path. My dear sisters and brothers, it is 
us who are writing the history of today and tomorrow.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let us look to Jesus as our King to the end.

갈릴리연합감리교회, 엄모성(IL)
남부시카고한인연합감리교회, 김윤기(IL)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As Their Own Way

1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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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1110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2023 FEB

6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
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
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7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
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8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
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9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
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 맞추매 그들
이 소리를 높여 울며 
10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
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11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
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12 내 딸들아 되돌아 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
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
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13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
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
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14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
에게 입 맞추되 룻은 그를 붙좇았더라 
15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
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
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
님이 되시리니 
17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어머니의
하나님 

Mother’s God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묵상본문 통독본문

새458장(통513장) 너의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룻기 1:6-17 룻기 1장

24
금요일・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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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113112



Reading Insight

6 Then she arose with her daughters-in-law to return from 
the country of Moab, for she had heard in the fields of Moab 
that the LORD had visited his people and given them food.
7 So she set out from the place where she was with her two 
daughters-in-law, and they went on the way to return to the 
land of Judah.
8 But Naomi said to her two daughters-in-law, “Go, return each 
of you to her mother’s house. May the LORD deal kindly with 
you, as you have dealt with the dead and with me.
9 The LORD grant that you may find rest, each of you in the 
house of her husband!” Then she kissed them, and they lift-
ed up their voices and wept.
10 And they said to her, “No, we will return with you to your 
people.”
11 But Naomi said, “Turn back, my daughters; why will you 
go with me? Have I yet sons in my womb that they may be-
come your husbands?
12 Turn back, my daughters; go your way, for I am too old to 
have a husband. If I should say I have hope, even if I should 
have a husband this night and should bear sons,
13 would you therefore wait till they were grown? Would 
you therefore refrain from marrying? No, my daughters, for 
it is exceedingly bitter to me for your sake that the hand of 
the LORD has gone out against me.”
14 Then they lifted up their voices and wept again. And 
Orpah kissed her mother-in-law, but Ruth clung to her.
15 And she said, “See, your sister-in-law has gone back to 
her people and to her gods; return after your sister-in-law.”
16 But Ruth said, “Do not urge me to leave you or to return 
from following you. For where you go I will go, and where 
you lodge I will lodge. Your people shall be my people, and 
your God my God.
17 Where you die I will die, and there will I be buried. May 
the LORD do so to me and more also if anything but death 
parts me from you.”

나오미는 자신을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뭐라 부르라고 하나요? 
(20절)
What name did Naomi tell 
people to call her instead of 
calling her Naomi? (v. 20)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는 어느 때였나요? (22절)
What season did Naomi and 
Ruth arrive in Bethlehem?
(v. 22)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The story of Naomi and Ruth is beginning. Ruth refused to stay 
in Moab and followed her mother-in-law to Bethlehem.

Reading PlanMeditation

Tho’ Your Heart May Be Heavy

Ruth 1:6-17 Ruth 1

11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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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과 아들들을 다 잃은 나오미…. 그 이름의 뜻은 “나의 기쁨”입니
다. 베들레헴을 떠날 때 가득 찬 채로 떠났는데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런 그의 곁에 룻이 있었습니다. 이름의 
뜻과는 정반대의 상황으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친정으로 돌아가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합
니다. 그 시대 과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과 차별을 당해야 하
는지 잘 알았던 나오미는 딸들처럼 사랑하는 두 며느리를 축복하며 떠
나보내려 했던 것입니다. 

룻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게 어머니를 떠나라, 집으로 돌아가라 하
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니가 사시는 곳에
서 저도 살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저도 죽어, 거기 묻히겠
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죽음조차도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 못하도록 저
를 도와주십시오!” (룻 1:16-17 메시지성경) 

이 고백을 들으며 결혼 서약할 때를 생각나게 합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 놓아도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서약했던 고백 말입니다. 룻 이름의 
뜻은 “친구”입니다. 룻과 나오미 두 사람의 서로를 향한 사랑은 요즘 시
대 가볍게 쓰이는 ‘사랑’이란 단어에 무게와 진한 감동을 더해 줍니다. 
당신의 영원한 친구는 누구인가요?

Naomi lost her husband and two sons. Her name meant “pleasant.” 
She lamented that she went away full, but she was brought back emp-
ty. After losing her husband and sons, Noami planned to return to 
Bethlehem.

Naomi told her two daughters-in-laws to go back to their parents and 
start a new life. She didn’t want them to live as widows and suffer with 
poverty. It was her way of blessing and protecting them. But Ruth re-
plied, “Don’t force me to leave you; don’t make me go home. Where 
you go, I go; and where you live, I’ll live. Your people are my people, 
your God is my god; where you die, I’ll die, and that’s where I’ll be bur-
ied, so help me God—not even death itself is going to come between 
us! (vv. 16-17)”

Ruth’s words remind me of the wedding vows of “until death do us 
apart.” Ruth means “friend.” Ruth’s love for her mother-in-law is much 
deeper than the “love” people casually express. Who is your forever 
friend?

네이퍼빌한인연합감리교회, 최기환(IL)
마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정일(IL)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영원한 친구 
Friends For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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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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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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FEB

1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2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
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
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하매 
3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
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
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
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5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6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
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
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
속하는 중이니이다 
8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
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9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
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10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11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
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13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
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한결같은
자비 

Steadfast Mercy

룻은 밭에 이삭을 주으러 나가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룻을 돕습니다.

통독본문묵상본문

새393장(통447장) 오 신실하신 주

룻기 2:1-13 룻기 2장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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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Now Naomi had a relative of her husband’s, a worthy man of 
the clan of Elimelech, whose name was Boaz.
2 And Ruth the Moabite said to Naomi, “Let me go to the field 
and glean among the ears of grain after him in whose sight I 
shall find favor.” And she said to her, “Go, my daughter.”
3 So she set out and went and gleaned in the field after the reap-
ers, and she happened to come to the part of the field belonging 
to Boaz, who was of the clan of Elimelech.
4 And behold, Boaz came from Bethlehem. And he said to the 
reapers, “The LORD be with you!” And they answered, “The 
LORD bless you.”
5 Then Boaz said to his young man who was in charge of the 
reapers, “Whose young woman is this?”
6 And the servant who was in charge of the reapers answered, 
“She is the young Moabite woman, who came back with Naomi 
from the country of Moab.
7 She said, ‘Please let me glean and gather among the sheaves 
after the reapers.’ So she came, and she has continued from ear-
ly morning until now, except for a short rest.”
8 Then Boaz said to Ruth, “Now, listen, my daughter, do not go 
to glean in another field or leave this one, but keep close to my 
young women.
9 Let your eyes be on the field that they are reaping, and go after 
them. Have I not charged the young men not to touch you? And 
when you are thirsty, go to the vessels and drink what the young 
men have drawn.”
10 Then she fell on her face, bowing to the ground, and said to 
him, “Why have I found favor in your eyes, that you should take 
notice of me, since I am a foreigner?”
11 But Boaz answered her, “All that you have done for your 
mother-in-law since the death of your husband has been ful-
ly told to me, and how you left your father and mother and your 
native land and came to a people that you did not know before.
12 The LORD repay you for what you have done, and a full 
reward be given you by the LORD, the God of Israel, under 
whose wings you have come to take refuge!”
13 Then she said,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my lord, 
for you have comforted me and spoken kindly to your servant, 
though I am not one of your servants.”

룻은 밭으로 나가서 일꾼들을 따
라다니며 이삭을 주었는데 우연히 
간 곳은 누구의 밭이었나요? (3절) 
Ruth went to a harvest field to 
glean. Whose field did she end 
up going to? (v. 3)

보아스는 룻이 한 일을 누가 갚아 
준다고 대답하고 있나요? (12절)
Who did Boaz say will reward 
Ruth for her faithfulness? 
(v. 12)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Ruth met Boaz when she went to glean at the harvest field. 
Boaz made sure Ruth could glean safely from his fields.

Reading PlanMeditation

Great Is Thy Faithfulness

Ruth 2:1-13 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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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는지요. 어떤 때에는 부
끄러워 하늘을 쳐다볼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보
아스를 만나 룻은 자신에게 잘해주는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저는 한낱 
이방 여자일 뿐인데, 어찌하여 저 같은 것을 이렇게까지 잘 보살피시고 
생각하여 주십니까?” 이 구절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나 같은 
자를 잘 해 주시는지 묻게 되었습니다. 

보아스를 보니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멘트도 주옥같습니다. “그대
가 한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갚아 주실 것이오. 그대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고자 왔으니, 그분께서 그대에게 후히 갚아 주실 것이
오.” (12절) 보아스가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가진 강한 힘
과 재력으로 룻을 성심껏 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통해 베
들레헴으로 온 나오미와 룻의 일용할 양식을 놀랍게 해결해 주셨습니
다. 나오미와 룻이 도착한 때가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1장 마지막 절이 
아직도 맘에 울립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도착한 때는 보리 추수가 시
작될 무렵이었다.” 때를 허락하셨고 믿음의 사람 보아스를 준비하셔서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에게 또한 우리
에게 한결같은 자비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걷는 하
루 되시길 바랍니다. 

How could our God be so good to someone like me? Often, God’s 
goodness overwhelms me. How about you? Ruth is overwhelmed by 
Boaz’s generosity and said, “How does this happen that you should 
pick me out and treat me so kindly—me, a foreigner?” This verse also 
makes me confess the same thing. 

Boaz was an extraordinary person. His words are inspiring. “God re-
ward you well for what you’ve done—and with a generous bonus be-
sides from God, to whom you’ve come seeking protection under his 
wings” (v. 12). Boaz wasn’t a man of just words but he was a generous 
man. God provided abundant and remarkable provisions to Naomi and 
Ruth through Boaz. The last verse in chapter 1 is heartwarming. “They 
arrived in Bethlehem at the beginning of the barley harvest.” God’s 
timing was good. God led Ruth to Boaz’s field and Boaz was able to see 
Ruth. God allows His mercy to us just as He did to Ruth. 

May you also see and be led by the guidance of God.

비젼교회, 우민혁(IL)
살렘한인연합감리교회, 김태준(IL)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날개 밑 
Beneath the Wings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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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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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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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말씀 요약26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제목	 TITL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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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Sermon Note
주일 말씀이나 더 깊이 묵상할 내용을 기록합니다.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제목	 TITL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한 주간의 일정 THIS WEEK 

121120



주 일  칼 럼

한국전쟁 직후인 1954년, 프랑스 출신의 가톨릭 선교사 한 사람이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 땅을 찾았습니다. 전쟁으로 망가진 참혹한 나라를 위해 젊음을 바치
겠다는 각오로 한국에 온 26살의 젊은 선교사는 파리 외방 선교회 소속 “뒤퐁(Dupont)” 신
부였습니다. 

뒤퐁 신부는 앞으로 자신이 살아가면서 사랑하고 섬겨야 할 나라인 한국의 일원이 되기 
위해 자신의 프랑스 이름인 ‘뒤퐁’을 버리고 ‘두봉’이라는 이름을 정했습니다. 두봉 신부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 이름은 두봉입니다. 두견새 할 때 두(杜) 자에 봉우리 할 때 
봉(峰) 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저는 산봉우리에서 우는 두견새죠.”

얼마 전 한 TV 방송에 나온 두봉 신부는 ‘산봉우리에서 우는 두견새’라는 자신의 이름처
럼 약간은 과장된 몸짓에 크고 높은 소리를 곁들인 웃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쟁 직후의 
가난한 나라였던 한국에 오는 것이 두렵지 않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는 잠시의 망설임
도 없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좋았어요. 정말 좋았어요.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이 이왕이면 어려운 나라로 가고 싶어 
해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싶죠. 그때 한국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 중에 있었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입을 것도 없었어요. 그런 나라로 발령받았다는 것을 너무 고맙게 생
각했어요. 아주 무척 고맙게 생각했어요.” 

26살에 한국에 온 그는 자신을 필요로 하는 땅에 68년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가 걸어
온 삶의 발자취는 현대사와 궤적을 같이했습니다. 열 살 때 발발한 세계 제2차 대전을 겪었
고,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친구가 전사하는 아픔도 경험했습니다. 한국에 와서 가톨릭 안
동 교구의 초대 교구장으로 섬기는 동안에는 상지여자전문학교와 상지여자중학교를 설립
했고, 농민 운동에 앞장서기도 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도 설립했습니다. 

기쁘고 떳떳하게
 이창민 목사 (LA	연합감리교회,	CA)	

0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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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u n d a y  c o l u m n

그런 공로를 인정한 프랑스 정부는 그에게 나폴레옹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레지옹 도
뇌르 훈장”이라고 불리는 나폴레옹 훈장은 영예로운 삶을 산 사람에게 주는 프랑스 최고 
훈장입니다.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추켜세우는 진행자를 향해 그는 다른 것은 다 자랑할만
한 것이 못되지만, 그래도 한 가지 자신이 내세울 것이 있다면 기쁘고 떳떳하게 살았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기쁘고 떳떳하게’ 살았다는 고백 앞에 진행자도 잠시 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던 제 마음도 뜨끔했습니다. “기쁘고 떳떳하게 살았어요!”라는 두봉 신부의 고
백은 세상을 향해 ‘당신은 기쁘고 떳떳하게 살고 있습니까?’라는 날카로운 질문이 되었습
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곧 ‘그럼, 어떻게 해야 기쁘고 떳떳하게 살 수 있습니까?’라는 또 다
른 물음을 낳았습니다. 

그 답은 그가 머무는 조그만 집 거실에 붙어 있는 액자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가톨릭 
안동 교구의 사명선언문이자 두봉 신부가 평생토록 간직하는 좌우명인 ‘기쁘고 떳떳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액자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터에서 / 열린 마음으로 / 소
박하게 살고 /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 서로 나누고 섬김으로써 / 기쁨이 넘치는 / 하느님 
나라를 일군다.”

기쁘고 떳떳하게 사는 삶은 많은 것을 이루어야 누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종교적 열
심과 도덕적 완벽성을 추구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삶도 아닙니다. 자신이 처한 자리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소박한 정을 서로 나누고 살 때 누릴 수 있고 
또 고백할 수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글을 쓰기 위해 두봉 신부에 관한 기사도 뒤적거리고, 여러 방송에 나온 그의 인터뷰
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두봉 신부가 고국을 떠나 한국에 온 26살에 나는 무엇을 했
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26살에 고국을 떠나 미국으로 유학 왔습니다. 두봉 신부
가 낯선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산 세월에 비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저도 고국을 떠나 미
국에 산 지 30년째를 맞으면서 ‘기쁘고 떳떳하게’ 살았는지를 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물론, 자신 있게 답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쁘고 떳떳하게 살려고 애쓰며 산다는 생각
이 들었습니다. 아마 대부분의 이민자가 저와 같이 답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기쁘고 
떳떳하게 살았다고 할 자신이 없을지 모르지만, 지금부터라도 기쁘고 떳떳하게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을 만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 기쁘고 떳떳한 인생으로 기억
될 오늘을 멋지게 살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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