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는기도  Opening	Prayer

맥잡기

월요일・Mon

묵상본문 통독본문

2023 FEB

1 이 날에 드보라와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2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
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3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
하리로다 
4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
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
도 물을 내렸나이다 
5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6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
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7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
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8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 때에 전쟁이 성문에 이
르렀으나 이스라엘의 사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9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
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10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
들아 전파할지어다 
11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긷는 곳에서
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 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12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
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암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승리의
이야기 
The Story 
of Victory 

사사 드보라와 바락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을 찬양하
며 노래합니다.

새516장(통265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사사기 5:1-12 사사기 5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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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Lord, Speak. 
Your Servant is Listening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4140



Reading Insight

Meditation Reading Plan

1 Then sang Deborah and Barak the son of Abinoam on that 
day:
2 “That the leaders took the lead in Israel, that the people of-
fered themselves willingly, bless the LORD!
3 “Hear, O kings; give ear, O princes; to the LORD I will 
sing; I will make melody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4 “LORD, when you went out from Seir, when you marched 
from the region of Edom, the earth trembled and the heavens 
dropped, yes, the clouds dropped water.
5 The mountains quaked before the LORD, even Sinai be-
fore the LORD, the God of Israel.
6 “In the days of Shamgar, son of Anath, in the days of Jael, 
the highways were abandoned, and travelers kept to the by-
ways.
7 The villagers ceased in Israel; they ceased to be until I 
arose; I, Deborah, arose as a mother in Israel.
8 When new gods were chosen, then war was in the gates. 
Was shield or spear to be seen among forty thousand in Isra-
el?
9 My heart goes out to the commanders of Israel who offered 
themselves willingly among the people. Bless the LORD.
10 “Tell of it, you who ride on white donkeys, you who sit on 
rich carpets and you who walk by the way.
11 To the sound of musicians at the watering places, there 
they repeat the righteous triumphs of the LORD, the righ-
teous triumphs of his villagers in Israel.”Then down to the 
gates marched the people of the LORD.
12 “Awake, awake, Deborah! Awake, awake, break out in a 
song! Arise, Barak, lead away your captives, O son of Abi-
noam.

누가 승리의 노래를 부르고 있나요? 
(1절)
Who is singing the victory 
song? (v. 1) 

누구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나요? 
(11절)
Whose victory are they singing 
about? (v. 11)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Judges Deborah and Barak praised the LORD and sang for the 
LORD who led Israel to victory. 

Standing on the Promises 

Judges 5:1-12 Judges 5

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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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리조나주에 위치한 세도나에는 수많은 명상가들이 모입니다. 기운이 세다
고 말입니다. 여행 중에 벨 락(Bell Rock) 앞에서 사진을 찍고 있는데 하이킹
을 하던 범상치 않게 생긴 할아버지가 여행객들에게 이 땅에 대해 설명하는 것
을 들었습니다. 세도나에 4개의 볼텍스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강한 에너지가 
나오는 곳이 벨 락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기운이 사람의 영혼에 영적 에너지를 
준다는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듣다가 “아니 그럼 그 에너지를 받으려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건가?”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드보라는 노래합니다. 그것도 영적 에너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보
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승리의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
람들은 무엇을 얻기 전에는 갈급합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얻고자 한 것을 얻은 후에도 중요한 과정이 있음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시고 이끄시고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드보라와 바락은 잊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4, 5절을 보면 출애굽 이
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
인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승리
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주신 분을 잊지 않은 것입니다. 끝이 아
니라 우리들의 신앙 여정의 긴 과정 중에서 이러한 승리의 기쁨과 승리의 노래
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나에게 기운을 주시는 분은 바로 벨 락이 
아닌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Many meditators converge to Sedona in Arizona because of the strong 
radiating energy. As I was taking pictures in front of Bell Rock during my 
trip, I overheard one older hiker who looked quite unusual offering an ex-
planation of the land around us to the visitors. The older hiker said there 
were four vortexes in Sedona and Bell Rock was the place where the 
strongest energy permeated. Simply his explanation was, “The energy of 
the land provided spiritual energy to people.” While I was listening, a 
strange thought occurred to me, “If we want to receive the energy, must all 
people converge to this one place?” 

Deborah sang. It was not just spiritual energy, but she was singing about 
the story of victory that God had given to Deborah and the people of Israel. 
Ordinary people thirst for what they want before they get it. People long for 
something and pray. But we must remember that there is an important pro-
cess we must follow after we achieve what we long for. It is to remember 
and acknowledge God’s hand that led us, helped us and made it happen. 

Deborah and Barak did not forget and praised the LORD. Verses 4 and 5 
talk about the Exodus from Egypt. We can tell that Deborah remembered 
that God led them and the master of the history of Israel was God. She re-
membered the God of their victory. She remembered their God who gave 
them the victory. During our long faith journey we hope that the joy of vic-
tory and the song of victory will continue without ceasing. Because the one 
who gives me energy is not Bell Rock but God. There are plenty of reasons 
to praise the LORD and sing. 

하트포드한인교회, 최운돈(CT)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 송종남(DE)
성도의 가정, 건강, 자녀를 위한 기도

기운을 내세요
Cheer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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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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
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
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12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
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3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
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
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
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14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
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15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
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16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17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
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18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 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 돌아
올 때까지 머무르리라 하니라 
19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
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20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
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21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22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하니
23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
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24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살
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
에 있더라

하나님의
평화 

The Peace of God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소유를 빼앗아
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
와의 사자를 만난 기드온은 미디안과 아멜렉에게 승리할 증거를 하
나님께 요구합니다.

묵상본문 통독본문

새412장(통469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사사기 6:11-24 사사기 6장

07
화요일・T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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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4544



Reading Insight

11 Now the angel of the LORD came and sat under the terebinth at 
Ophrah, which belonged to Joash the Abiezrite, while his son Gideon 
was beating out wheat in the winepress to hide it from the Midianites.
12 And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and said to him, “The 
LORD is with you, O mighty man of valor.”
13 And Gideon said to him, “Please, sir, if the LORD is with us, why 
then has all this happened to us? And where are all his wonderful deeds 
that our fathers recounted to us, saying, ‘Did not the LORD bring us up 
from Egypt?’ But now the LORD has forsaken us and given us into the 
hand of Midian.”
14 And the LORD turned to him and said, “Go in this might of yours 
and save Israel from the hand of Midian; do not I send you?”
15 And he said to him, “Please, Lord, how can I save Israel? Behold, 
my clan is the weakest in Manasseh, and I am the least in my father’s 
house.”
16 And the LORD said to him, “But I will be with you, and you shall 
strike the Midianites as one man.”
17 And he said to him, “If now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then 
show me a sign that it is you who speak with me.
18 Please do not depart from here until I come to you and bring out my 
present and set it before you.” And he said, “I will stay till you return.”
19 So Gideon went into his house and prepared a young goat and un-
leavened cakes from an ephah of flour. The meat he put in a basket, and 
the broth he put in a pot, and brought them to him under the terebinth 
and presented them.
20 And the angel of God said to him, “Take the meat and the unleavened 
cakes, and put them on this rock, and pour the broth over them.” And he 
did so.
21 Then the angel of the LORD reached out the tip of the staff that was 
in his hand and touched the meat and the unleavened cakes. And fire 
sprang up from the rock and consumed the meat and the unleavened 
cakes. And the angel of the LORD vanished from his sight.
22 Then Gideon perceived that he was the angel of the LORD. And 
Gideon said, “Alas, O Lord GOD! For now I have seen the angel of the 
LORD face to face.”
23 But the LORD said to him, “Peace be to you. Do not fear; you shall 
not die.”
24 Then Gideon built an altar there to the LORD and called it, The 
LORD Is Peace. To this day it still stands at Ophrah, which belongs to 
the Abiezrites.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에게 무엇을 빼앗아 갔나요? (4절)
What did the Midianites take 
from the Israelites? (v. 4)

대항할 힘이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한 행동은 무엇인가요? (7절)
What actions did the Israelites 
take who had no strength to 
resist? (v. 7)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As the Midians bothered the Israelites and began stealing their 
possessions, the Israelites woke up and cried out to God. When 
Gideon encountered the angel of the LORD, he asked God to 
show him the signs they would defeat the Midianites and Ama-
lekites. 

Meditation Reading Plan

For Away in the Depths of My Spirit 

Judges 6:11-24 Judges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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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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절에 “여호와의 천사” 혹은 “여호와의 사자”라고 번역한 표현의 히브리어는 
“말아크 아도나이”입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
니다. 우리가 그토록 부르고 찾는 하나님 그분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길 기도합
니다. 우리가 선 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만큼 복된 일이 없기에 그렇습
니다. 출애굽기 33장에 하나님을 본 자가 살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기드온도 
아마 여호와 천사를 대면하였다고 두려워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
께서 기드온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죽지 않
을 것이다.” 

평화로운 거리의 모습을 보면 믿겨지지 않지만, 종종 들려오는 뉴스를 들을 
때면 ‘어떻게 서로를 죽일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미국 
땅에서 여전히 살인과 강도 특히 무차별 총기난사가 일어날 때마다 절망스럽기
까지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서로를 죽이는 세상에 살도록 하는데 마음 편안한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기드온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여호와 샬롬이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죽음이 아닌 평화였던 것
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하루가 ‘여호와 샬롬’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어떠한 죽음의 권
세와 세력도 하나님의 평화를 방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깰 수 없습
니다. 우리에게 주신 참된 평화가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에 임하길 기도합니다. 
여호와 샬롬의 제단이 오늘까지 불린다는 말씀이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까지 이
어진다라고 들립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평화의 메신저로, 예배자로 살기 
원합니다. 

Found in verse 11, “the angel of the LORD” or “the messenger of the 
LORD” in Hebrews is “Malak Adonai.” God’s messenger delivers the Word 
of God. I pray that the peace of God comes to this world, the God whom 
we so eagerly call and seek. Because there is no greater blessing than the 
peace of God coming to the land where I stand. Because Exodus 33 men-
tioned that whoever sees God cannot live, Gideon was afraid when he saw 
the angel of the LORD face to face. Thus, God told Gideon, “Peace! Do not 
be afraid. You are not going to die.”

I have questions whenever I watch people passing me in New York City. 
When I heard news of mass killings, my question was, “how could they kill 
each other?” because it is difficult to believe during peaceful times. Even in 
this country called the “Land of the Free and Home of the Brave,” whenev-
er we hear of murders, robbery, and random and senseless mass killings, 
we despair. What parents feel comfortable when all kinds of killings are 
going on in the world where their children live? Gideon survived and built an 
altar for God and called it “The LORD is Shalom.” The promise of God was 
not death but peace. 

I hope today becomes “Shalom of the LORD.” The power of death cannot 
resist the Shalom of the LORD and cannot break the promise of God. I pray 
that the true shalom given to us shall permeate throughout our families and 
our workplaces. The message that the altar, the shalom of the LORD is called, 
is heard as the peace of the LORD is continued even today. Today and tomor-
row, we want to live as messengers of God’s peace and as worshippers. 

남부플로리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철구(FL)
올랜도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호진(FL)
교회와 예배를 위한 기도

여호와 샬롬
Jehovah Shal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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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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상본문 통독본문

1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
롯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 산 앞 골짜기
에 있었더라 
2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3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이만 이천 명이요 남
은 자가 만 명이었더라 
4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
하여 물 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네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
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5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 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
되 누구든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6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삼백 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
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7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8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삼백 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
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9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
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10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11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
가리라 하시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
처로 내려간즉 
12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13 기드온이 그 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
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
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14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
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
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더라 
15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
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
겨 주셨느니라 하고

기드온의
300명 용사 

300 Warriors 
of Gideon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군사들을 3만 2천명을 모으지만 하
나님 말씀대로 300명의 군사만을 남깁니다. 기드온의 군사들은 칼
이 아닌 나팔과 항아리와 횃불을 들고 나가 승리합니다.

새358장(통400장)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사사기 7:1-15 사사기 7장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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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ding PlanMeditation

1 Then Jerubbaal (that is, Gideon) and all the people who were with him 
rose early and encamped beside the spring of Harod. And the camp of Midi-
an was north of them, by the hill of Moreh, in the valley.
2 The LORD said to Gideon, “The people with you are too many for me to 
give the Midianites into their hand, lest Israel boast over me, saying, ‘My 
own hand has saved me.’
3 Now therefore proclaim in the ears of the people, saying, ‘Whoever is 
fearful and trembling, let him return home and hurry away from Mount Gil-
ead.’” Then 22,000 of the people returned, and 10,000 remained.
4 And the LORD said to Gideon, “The people are still too many. Take them 
down to the water, and I will test them for you there, and anyone of whom 
I say to you, ‘This one shall go with you,’ shall go with you, and anyone of 
whom I say to you, ‘This one shall not go with you,’ shall not go.”
5 So he brought the people down to the water. And the LORD said to Gide-
on, “Every one who laps the water with his tongue, as a dog laps, you shall 
set by himself. Likewise, every one who kneels down to drink.”
6 And the number of those who lapped, putting their hands to their mouths, 
was 300 men, but all the rest of the people knelt down to drink water.
7 And the LORD said to Gideon, “With the 300 men who lapped I will save 
you and give the Midianites into your hand, and let all the others go every 
man to his home.”
8 So the people took provisions in their hands, and their trumpets. And he 
sent all the rest of Israel every man to his tent, but retained the 300 men. And 
the camp of Midian was below him in the valley.
9 That same night the LORD said to him, “Arise, go down against the camp, 
for I have given it into your hand.
10 But if you are afraid to go down, go down to the camp with Purah your 
servant.
11 And you shall hear what they say, and afterward your hands shall be 
strengthened to go down against the camp.”Then he went down with Purah 
his servant to the outposts of the armed men who were in the camp.
12 And the Midianites and the Amalekites and all the people of the East lay 
along the valley like locusts in abundance, and their camels were without 
number, as the sand that is on the seashore in abundance.
13 When Gideon came, behold, a man was telling a dream to his comrade. 
And he said, “Behold, I dreamed a dream, and behold, a cake of barley 
bread tumbled into the camp of Midian and came to the tent and struck it so 
that it fell and turned it upside down, so that the tent lay flat.”
14 And his comrade answered, “This is no other than the sword of Gideon 
the son of Joash, a man of Israel; God has given into his hand Midian and all 
the camp.”
15 As soon as Gideon heard the telling of the dream and its interpretation, he 
worshiped. And he returned to the camp of Israel and said, “Arise, for the 
LORD has given the host of Midian into your hand.”

3만 2천 명으로도 미디안 군사 13
만 5천 명을 상대하기는 턱없이 부
족한데 군사 수를 줄인 이유는 무
엇일까요? (2절)
Even 32,000 warriors were not 
enough to face 135,000 Midian 
soldiers then why was the 
number of warriors reduced? 
(v. 2) 

300명의 용사는 어떻게 구별하였
나요? (5–7절)
How did they select the 300 
warriors? (vv. 5-7)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Gideon assembled 32,000 warriors to fight the Midianites but 
retained only 300 as instructed by God. The warriors of Gideon 
carried trumpets, jars and torches instead of swords and won 
the battle. 

There’s a Royal Banner

Judges 7:1-15 Judges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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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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드온의 300명 용사를 구별하는 장면을 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가 더 
많으면 좋다 혹은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그
나마 모인 이스라엘 군사들의 수를 계속 줄이라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3분의 1
로 줄이시더니 최종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숫자 300명을 남기신 것입니다. 

더운 날 시원한 물을 만나면 보통의 반응은 얼른 달려가 물을 벌컥벌컥 마실 
것입니다. 그리고 머리도 적시고 심지어 목욕하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그
런데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물을 움켜서 핥아먹은 300명으로 전쟁을 하시겠
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많은 대군으로 승리를 거두는 장면은 찾아보
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전쟁 중이라면 무기를 놓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매번 물을 마실 때마다 힘들게 물을 움켜서 핥아 마시
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에 꼭 필요한 자격을 점검하며 보고 계신 것입니
다. 군대에서 지옥 주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소
대장들이 막사에 몰래 들어와 소총을 가져갑니다. 그다음 날 총을 잃어버린 
훈련대원 때문에 모두가 얼차려를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군인에게 총은 생명
과도 같은 것이니 잘 때도 품에 넣고 자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총기 보관대가 
없는 야산에서는 각자가 자기 무기를 관리해야 하는 전쟁에 대비한 훈련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며 찬양하는 우리는 우리 가슴
에 예수님을 놓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We see the scene of how 300 warriors of Gideon were selected. Ordi-
narily we feel better or stronger the higher or larger the number is. But God 
commanded Gideon to keep reducing the number of warriors assembled. 
First, God commanded to reduce the number to 1/3 and finally only 300 
remained which was a ridiculously low number. 

When we see cold water during hot days, our usual reaction is to run to 
the water and start gulping down the cold water. Maybe even wet our hair 
and take a bath? But God wanted to engage in the battle with those 300 
who lapped the water with their hands. In the history of God, it is not easy 
to find a scene where a war was won with a large army. 

There are things that we must not let go. If we were in the middle of a 
war, we must not let go of our weapons. God is not telling us to drink water 
by lapping with hands every time and any time but God was watching to 
select the most qualified that fit the situation. I was in army training camp 
during hell training week. While all the trainees were asleep all the platoon 
leaders sneaked into the army barracks and took the rifles. The next day, I 
remember all the trainees who lost their rifles were subject to harsh pun-
ishment. Rifles are as important as life for soldiers, so the lesson was the 
safekeeping of the rifles on trainees’ chest even while asleep. Because the 
training was in the middle of a forested mountain where there was no spe-
cial storage place for rifles, each trainee was responsible for his own rifle in 
preparation for real war. As we sing the hymn “I would rather have Jesus” 
we must not let go of Jesus in our hearts. 

탈라하시한인연합감리교회, 김종권(FL)
탬파한인연합감리교회, 한명훈(FL)
목회자를 위한 기도

놓지 말아야 할 것
Those We Must Not Let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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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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그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
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
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23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
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
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24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
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이
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25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가 즐거이 드리리이다 하고 겉옷을 펴
고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그 가운데에 던지니
26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천칠백 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 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27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
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28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복종하여 다시는 그 머리를 들
지 못하였으므로 기드온이 사는 사십 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
였더라 
29 요아스의 아들 여룹바알이 돌아가서 자기 집에 거주하였는데
30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칠십 
명이었고
31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
멜렉이라 하였더라 
32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으매 아비에셀 사람
의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33 기드온이 이미 죽으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서서 바알들을 
따라가 음행하였으며 또 바알브릿을 자기들의 신으로 삼고
34 이스라엘 자손이 주위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자기들을 건
져내신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35 또 여룹바알이라 하는 기드온이 이스라엘에 베푼 모든 은혜
를 따라 그의 집을 후대하지도 아니하였더라

승리 후 
따르는 탐욕 

Greed That 
Follows Victory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자신들을 부르지 않았냐고 자신들은 제외했
느냐며 화를 냅니다. 기드온은 백성들이 다스려 달라는 요청을 거절
합니다. 에브라임과 갓 지파를 비롯한 지파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납
니다.

통독본문묵상본문

새267장(통201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사사기 8:22-35 사사기 8장

09
목요일・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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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5352



Reading Insight

22 Then the men of Israel said to Gideon, “Rule over us, you and 
your son and your grandson also, for you have saved us from the 
hand of Midian.”
23 Gideon said to them, “I will not rule over you, and my son will 
not rule over you; the LORD will rule over you.”
24 And Gideon said to them, “Let me make a request of you: ev-
ery one of you give me the earrings from his spoil.” (For they had 
golden earrings, because they were Ishmaelites.)
25 And they answered, “We will willingly give them.” And they 
spread a cloak, and every man threw in it the earrings of his spoil.
26 And the weight of the golden earrings that he requested was 
1,700 shekels of gold, besides the crescent ornaments and the 
pendants and the purple garments worn by the kings of Midian, 
and besides the collars that were around the necks of their camels.
27 And Gideon made an ephod of it and put it in his city, in 
Ophrah. And all Israel whored after it there, and it became a snare 
to Gideon and to his family.
28 So Midian was subdued before the people of Israel, and they 
raised their heads no more. And the land had rest forty years in 
the days of Gideon.
29 Jerubbaal the son of Joash went and lived in his own house.
30 Now Gideon had seventy sons, his own offspring, for he had 
many wives.
31 And his concubine who was in Shechem also bore him a son, 
and he called his name Abimelech.
32 And Gideon the son of Joash died in a good old age and was 
buried in the tomb of Joash his father, at Ophrah of the Abiez-
rites.
33 As soon as Gideon died, the people of Israel turned again and 
whored after the Baals and made Baal-berith their god.
34 And the people of Israel did not remember the LORD their 
God, who had delivered them from the hand of all their enemies 
on every side,
35 and they did not show steadfast love to the family of Jerubbaal 
(that is, Gideon) in return for all the good that he had done to Israel.

통치자가 될 것은 거절하고 대신 
기드온이 요청한 것은 무엇인가요? 
(24절)
After refusing to rule over the 
Israelites, what did Gideon ask 
for? (v. 24) 

기드온이 그 집안에 덫이 될 것을 
만드는데 무엇인가요? (27절)
Gideon made something that 
would become a snare for his 
family, what was it? (v. 27)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The Ephraimites questioned Gideon why they were not called 
to fight and were angry. The people asked Gideon to rule over 
them but Gideon refused. There was a dispute between the 
Ephraimites and the tribe of Gad and other tribes. 

Reading PlanMeditation

Tis the Promise of God

Judges 8:22-35 Judges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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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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익상 목사님은 “내가 왕이었습니다”라는 책에서 “이제부터 사사시대 내려막 길
입니다. 시대와 사사를 거듭할수록 이스라엘의 탐욕과 사사들의 부패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라고 말합니다. 기드온이 “오직 주님께서 여러분을 다스리실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금귀걸이 20킬로그램을 요청한 것은 뭔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는데 기드
온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었는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기드온의 죽음도 왠지 
모를 초라함으로 잊혀지는 것을 봅니다. 기드온이 잊혀지는 것은 그렇다 해도 이스
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깨끗이 잊어버린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땅의 다툼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집안에서도 형
제들이 싸우는 이유는 딱히 돈 문제 말고는 없는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은 승리의 
소식도 좋지만 서로 사랑하며 지내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
다. 서로 사랑하라는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
할 때 우리들의 삶도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
툼이 용서와 화해로, 미움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우리들의 삶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승리를 원하지만 승리 후 삶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승리의 목적과 승
리의 이유를 먼저 찾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기 바랍니다. 준비되지 않은 결과는 아무
리 좋은 것이라 해도 기드온처럼 탐욕으로 물들어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질 수 있다
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야에
서 벗어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승리 후 탐욕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승리 후에도 변
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In the book I Was the King by Rev. IkSang Lee, he writes, “It is downhill for 
the judges from now on. As time passed and as more judges appeared, the 
greed of Israel and the corruption of the Judges increased.” Even though Gide-
on said, “Only God will rule over you,” he requested 20kg of earrings. Here I 
wonder what went through Gideon’s mind because this request does not match 
the image of Gideon. Even the death of Gideon looked like he was disappearing 
into oblivion and triviality. The oblivion of Gideon was one matter, but it is a 
shock that the people of Israel had completely forgotten God. 

The scenes of this world full of unending conflicts are not much different. We 
see many cases of family bickering between siblings solely based on money 
matters. God may appreciate the news of victory but we must remember that 
God appreciates the news that we love each other even more. “Love each oth-
er” is not just a catch phrase to be pleasing to our ears but rather we must re-
member that when we truly love each other, our lives will experience the abun-
dant love of God. I hope that our bickering will turn into forgiveness and 
reconciliation, and our hatred will be replaced with love so that our lives will be 
transformed. 

We usually want victory, but we do not prepare our lives for after the victory. I 
hope that we seek the purpose and reason for wanting victory before we march 
on the path of victory. We need to remind ourselves that the results we were 
unprepared for, no matter how good they may be, can fade away from our 
memories when corrupted by greed like Gideon. What we need to fear is not 
defeat but being ignored by the sight of God. Life after victory should not be 
filled with greed but we need to continue to live unchanged fearing God even 
after victory. 

포트피어스한인선교감리교회, 김선용(FL)
헤르난도한인교회, 윤대섭(FL)
국내외 선교사를 위한 기도

지파들의 다툼
Bickering among the Trib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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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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리매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
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8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
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9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10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
이 되라 하매 
11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12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13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14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15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
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
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16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
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
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17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
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18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칠십 
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19 만일 너희가 오늘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
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20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사를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사를 것이니라 하고

산에 올라 
외치는 요담 
Jotham Shouting 

at the Top 
of Mountain 

아비멜렉이 형제 70명을 죽이고 왕이 됩니다. 여룹바알(기드온)의 막
내 아들 요담은 세겜의 지도자들을 향해 산 꼭대기에 올라 외칩니다. 
폭력이 난무한 시대가 됩니다. 악한 세겜이 멸망하고 아비멜렉도 전
쟁 중에 죽습니다.

묵상본문 통독본문

새383장(통43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사사기 9:7-20 사사기 9장

10
금요일・F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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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5756



Reading Insight

7 When it was told to Jotham, he went and stood on top of Mount 
Gerizim and cried aloud and said to them, “Listen to me, you 
leaders of Shechem, that God may listen to you.
8 The trees once went out to anoint a king over them, and they 
said to the olive tree, ‘Reign over us.’
9 But the olive tree said to them, ‘Shall I leave my abundance, 
by which gods and men are honored, and go hold sway over the 
trees?’
10 And the trees said to the fig tree, ‘You come and reign over us.’
11 But the fig tree said to them, ‘Shall I leave my sweetness and 
my good fruit and go hold sway over the trees?’
12 And the trees said to the vine, ‘You come and reign over us.’
13 But the vine said to them, ‘Shall I leave my wine that cheers 
God and men and go hold sway over the trees?’
14 Then all the trees said to the bramble, ‘You come and reign 
over us.’
15 And the bramble said to the trees, ‘If in good faith you are 
anointing me king over you, then come and take refuge in my 
shade, but if not, let fire come out of the bramble and devour the 
cedars of Lebanon.’
16 “Now therefore, if you acted in good faith and integrity when 
you made Abimelech king, and if you have dealt well with Jerub-
baal and his house and have done to him as his deeds deserved--
17 for my father fought for you and risked his life and delivered 
you from the hand of Midian,
18 and you have risen up against my father’s house this day and 
have killed his sons, seventy men on one stone, and have made 
Abimelech, the son of his female servant, king over the leaders of 
Shechem, because he is your relative--
19 if you then have acted in good faith and integrity with Jerub-
baal and with his house this day, then rejoice in Abimelech, and 
let him also rejoice in you.
20 But if not, let fire come out from Abimelech and devour the 
leaders of Shechem and Beth-millo; and let fire come out from 
the leaders of Shechem and from Beth-millo and devour Abimel-
ech.”

요담은 누구인가요? (5절)
Who is Jotham? (v. 5)

세겜의 지도자들은 누구를 왕으로 
삼았나요? (6절)
Who was made king by the 
leaders of Shechem? (v. 6)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Abimelech became king after having killed 70 brothers. The 
youngest son of Jerub–Baal (Gideon), Jotham went up to the 
top of the mountain and shouted to the leaders of Shechem. 
Violence became rampant during this period. Evil Shechem was 
ruined and Abimelech died during the war. 

Reading PlanMeditation

To the Hills I Lift Mine Eyes 

Judges 9:7-20 Judge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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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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드온은 가족들이 많았습니다. 아내도, 첩도 많았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지도자
가 많은 아내를 두는 것, 많은 재산을 소유하는 것을 금하는데 기드온은 그 둘 다 지
키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재산 싸움으로 아들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많이 일어났기
에 법으로 만들었을 텐데 말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아비멜렉은 이복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 몰아 놓고 쳐 죽였습니다. 아비멜렉의 이름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란 
뜻입니다. 기드온은 아들의 이름을 지을 때 스스로 자기를 왕이라 생각했을 것입니
다. 기드온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요담은 살아남았습니다. 70명 중 69명이 죽었습니다. 막내아들 요담은 숨어서 살아
남았습니다. 아비멜렉의 계획도 완벽하지 못했습니다. 쉽게 마무리될 거란 생각은 오산
입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요담이 산에 올라 외치는 내용입니다. 그가 뭐라 외쳤나요? 

나무들이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를 찾아가서 나무들의 왕으로 
세우려는 이야기입니다. 감람나무는 풍성한 기름을 내는 일, 무화과나무는 달고 맛
있는 열매를 맺는 일, 포도나무는 포도주를 내는 일이 자신의 일이라고 거절합니다. 
그런데 가시나무는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레바논의 찬란한 백향목들을 태
울 것이라 외칩니다. 

나무들도 자신의 일(소명)을 잘 아는데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 높아지려 합니다. 다 
왕이 되려 하고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부르심에 
충실하려 하지 않습니다. 요담의 외침이 우리들에게 울려 울려 들립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로 잘 살아가는 하루 되길 기도합니다. 

Gideon had a large family. He had many wives, and concubines. According to 
Deuteronomy, the leaders were prohibited to have many wives or to accumu-
late large amounts of treasures, but Gideon did not comply with either of the 
rules. The rules were probably made because of frequent bickering and killings 
among siblings over inheritances. It was no surprise that Abimelech gathered 
70 of his half–brothers on one stone and murdered them. The name Abimelech 
means, “My father is a king.” When Gideon named his son, he must have 
thought of himself as a king already. Gideon began to crumble. 

Jotham survived. 69 out of 70 perished. The youngest Jotham escaped by 
hiding. The plan of Abimelech was not perfect either. It was a miscalculation 
that all things would end easily and quickly. Today’s scripture deals with 
Jotham’s shouting at the top of the mountain. What did he shout about? 

The trees went out to the olive tree, the fig tree, the vine, and the thornbush 
to anoint a king for themselves. The olive tree said producing plenty of oil, the 
fig tree said producing sweet and delicious fruits, the vine said producing good 
wine were their jobs and refused the request to be a king. But the thornbush 
accepted the proposal and shouted that the fire come out of the thornbush and 
consume the cedars of Lebanon! 

Even the trees know what mission is assigned to them, but humans try to 
push themselves higher. Everyone wants to be a king and everyone wants to 
live their own ways. Nobody wants to be faithful to the role given to them or to 
their calling. The shouts of Jotham ring and ring in our ears. I pray that today is 
another day of becoming faithful believers of God and loyal disciples and follow-
ers of Jesus for all of us. 

노크로스한인교회, 박희철(GA)
뉴난한인감리교회, 남성원(GA)
교단총회와 리더를 위한 기도

나무들도 아는데
Even the Trees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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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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잇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
밀에 거주하면서 
2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이십삼 년 만에 죽으매 사밀에 장사되
었더라 
3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이십이 년 동안 이스라엘
의 사사가 되니라
4 그에게 아들 삼십 명이 있어 어린 나귀 삼십을 탔고 성읍 삼십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야일이라 
부르더라
5 야일이 죽으매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6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
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7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
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시매 
8 그 해에 그들이 요단 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열여덟 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9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
과 싸우므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10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
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11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
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12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므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
였거늘 
13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14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15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
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
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16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돌라와 야일 
Tola and Jair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신을 섬겨 고난을 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암몬과 블레셋에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통독본문묵상본문

새218장(통369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사사기 10:1-16 사사기 10장

11
토요일・S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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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할 일, 마음 준비 
Doing & Being for Today

6160



Reading Insight

1 After Abimelech there arose to save Israel Tola the son of Puah, son 
of Dodo, a man of Issachar, and he lived at Shamir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2 And he judged Israel twenty-three years. Then he died and was buried 
at Shamir.
3 After him arose Jair the Gileadite, who judged Israel twenty-two 
years.
4 And he had thirty sons who rode on thirty donkeys, and they had thirty 
cities, called Havvoth-jair to this day, which are in the land of Gilead.
5 And Jair died and was buried in Kamon.
6 The people of Israel again did what was evil in the sight of the LORD 
and served the Baals and the Ashtaroth, the gods of Syria, the gods of 
Sidon, the gods of Moab, the gods of the Ammonites, and the gods of 
the Philistines. And they forsook the LORD and did not serve him.
7 So the anger of the LORD was kindled against Israel, and he sold 
them into the hand of the Philistines and into the hand of the Ammo-
nites,
8 and they crushed and oppressed the people of Israel that year. For 
eighteen years they oppressed all the people of Israel who were beyond 
the Jordan in the land of the Amorites, which is in Gilead.
9 And the Ammonites crossed the Jordan to fight also against Judah and 
against Benjamin and against the house of Ephraim, so that Israel was 
severely distressed.
10 And the people of Israel cried out to the LORD, saying, “We have 
sinned against you, because we have forsaken our God and have served 
the Baals.”
11 And the LORD said to the people of Israel, “Did I not save you from 
the Egyptians and from the Amorites, from the Ammonites and from 
the Philistines?
12 The Sidonians also, and the Amalekites and the Maonites oppressed 
you, and you cried out to me, and I saved you out of their hand.
13 Yet you have forsaken me and served other gods; therefore I will 
save you no more.
14 Go and cry out to the gods whom you have chosen; let them save you 
in the time of your distress.”
15 And the people of Israel said to the LORD, “We have sinned; do to us 
whatever seems good to you. Only please deliver us this day.”
16 So they put away the foreign gods from among them and served the 
LORD, and he became impatient over the misery of Israel.

잇사갈 지파 사람 돌라는 어디에 
살고 있었나요? (1절)
Where did Tola, who belonged 
to the tribe of Issachar, live? 
(v. 1) 

야일은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
사로 있었나요? (3절)
How long did Jair serve Israel 
as a judge? (v. 3)

Engaging with Words

말씀 속으로

God Moment

묵상 중에 만난 주님

The people of Israel served pagan gods and suffered hardship. 
The people of Israel cried out for help in Amon and Philistine. 

Reading PlanMeditation

Love Your God with Your Heart and Your True Mind

Judges 10:1-16 Judges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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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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잇사갈 지파 사람 돌라는 에브라임 산간 지방에 있는 사밀에 살았다고 합니다. 자
기 지파 땅에 왜 살 수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다른 지파의 땅에 나그
네로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이민자들을 보면 전부는 아니지만 사회적 약자 혹은 빈
곤층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열심히 일한다고 모두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집이나 땅을 갖고 시작하는 것과 보통의 이민
자들처럼 문화도 언어도 친척도 아무것도 없이 맨땅에서 시작하는 것은 시작부터 차
이가 있습니다. 성경 내용의 두절 분량 밖에 되지 않는 잇사갈 지파 사람 돌라에게 
눈과 마음이 가는 것은 아마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그마음이 
통해서 인지 모르겠습니다. 

희년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땅을 팔더라도 친족이나 같은 지파 사람에게 팔고 희
년이 되면 돌려받는 신앙의 전통입니다. 또 땅을 사주는 것, 돌봄이 바로 고엘의 의무
입니다.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면 멀리 다른 지파의 땅으로 이민, 이주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크고 작게 우리는 가족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꼭 땅을 주고 사고파는 것 이전에 먹이
고 입히고 돌보는 가족들의 사랑과 헌신과 나눔이 있기에 지금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민자들을 대하는 눈과 마음, 태도가 고엘의 의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내가 어렵지 않다고, 내가 신분이 해결되었다고 다른 이들
의 아픔을 소홀히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데 장애물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늘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오늘도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웃들
을 향한 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과 뜻을 듣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Tola of the tribe Issachar lived in Shamir, in the hill country of Ephraim. We do not 
know why Tola could not live in the land assigned to his tribe, but he was definitely a 
wayfarer living in another tribe’s land. Many immigrants though maybe not all of 
them have a high probability of becoming part of a socially weak or poverty-stricken 
class. Not all hard-working people escape economic hardship. Families with inheri-
tances of property or land are much better off than ordinary immigrants starting with 
only their bare hands living with a strange culture, different language, and without 
any relatives to depend on. There are only two sentences describing Tola of the tribe 
Issachar but our eyes and minds are drawn to him maybe because we ourselves are 
immigrants in the “land of the free and home of the brave.” 

The Year of Jubilee was a religious tradition to return the land to the original owner 
and the sale of the land, due to economic hardship, was allowed only to relatives or 
people within the same tribes. Purchasing the land and the role of helper were the 
duty of Goel. If this role was not well maintained, people had no choice but to relo-
cate to the far away land of other tribes.

We receive the help of other families, big or small. Notwithstanding the sale and 
purchase of land for people in economic trouble, I exist today because of the love, 
serving and sharing of family including feeding, clothing, and helping. Our eyes, 
minds and attitude toward immigrants nowadays are watching if our duty as Goel are 
well kept. Just because I am no longer suffering, and just because my status was 
resolved favorably, if we ignore the pains of others, we are building obstacles to ex-
perience the abundant grace of the kingdom of God. The Bible always talks about 
helping socially oppressed people and compassion for our neighbors who even today 
cannot escape from poverty. I hope you will hear the voice and the will today.

라그레인지한인연합감리교회, 김형렬(GA)
사바나한인연합감리교회, 박진원(GA)
한인총회, 한인교회 공동체를 위한 기도

이민자(나그네)의 삶
The Life of a Wayfar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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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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제목	 TITLE

12

성경본문 SCRIPTuRE

주요내용 OuTLINE

제목	 TITLE 하나님의 음성 GOd’S VOICE 

나의 기도제목 MY PRAYERS 

교회의 기도제목 PRAYERS OF MY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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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칼 럼

구로사와 감독이 1980년에 “카게무샤”라는 영화를 만들었습니다. 전쟁 중에 대장군
이 죽으니 군영에 들어온 도둑이 죽은 대장군과 비슷하게 생겼기에 그를 대장군의 자리
에 앉히는 내용입니다. 적군은 대장군의 자리를 향해 화살을 날립니다. 그는 살려고 계
속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다시 끌려와서 그 자리에 앉는 일을 반복하던 어느 순간 자기가 
대장군의 자리에 없으면 군사들이 전투에서 패배하는 것을 보고 평생 쓸모없는 인생 살
았던 자기도 다른 사람들을 살릴 수 있음 깨달아 대장군의 자리를 지켜내는 내용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하기 싫으면 목사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신
학대학원 2학년 때 감리사가 시카고에 오라고 해서 갔더니 목사 안수  과정 심사 자리였
습니다. 정신분석 테스트 결과 제게 남성우월적인 문화가 있어서 미국인 교회 파송이 어
려울 것이라는 평가가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질문으로 “연합감리교 목사가 
안된다면 너는 어찌할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제 대답은 “여기가 아니면 어디라도 나
를 쓸모 있다고 여기는 곳에서 목회할 것이다”였습니다. 그런데도 통과되어서 철없는 
나이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가끔 “카게무샤” 생각을 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기 전 탄압 정책을 썼던 루이 14
세는 자격이 없는 가짜 왕이라는 소문을 덮으려고 자신을 신격화하는 작업을 하던 중 자
신이 철저한 카톨릭 수호자라는 것을 교황청에 보이려고 개신교를 탄압했습니다. 가짜
들은 감추려고 종교심으로 위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가 탁
월하게 경건한 흉내를 내고 모든 것 다 잘하는 것 같이 보이려 하고 영적인 권위를 강조

쓰임 받음은 
실력이 아니라 순종

김정호 목사 (후러싱제일교회,	NY)

0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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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 u n d a y  c o l u m n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보면 실력과 자격을 논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

을 쓰시는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했던 사
람들을 들어 쓰심으로 사람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이 우선임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공통점이 있다면 순종이었습니다.

목사를 포함 교회 어느 직분도 오직 주님 뜻에 따라 쓰임 받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택함 받게 되면 제대로 그리되지 못한다는 부끄러움 때문에 오직 은혜를 의지해서 최선 
다할 뿐입니다. 초대 교회 가장 큰 문제가 특별한 영적인 능력과 체험을 자랑한 성령파, 
지식이 있다고 교만했던 자유주의자들, 유대 문화 우월주의자들과 복음의 근간을 흔드
는 율법주의자와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여전히 이런 문제들이 있
습니다.

교회는 일 잘하는(ability)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기를 기쁨으로 
내어놓는(availability)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를 칭찬
하셨습니다. 예배드리기를 사모하고 말씀 듣기를 기뻐하는 은혜에 목마른 가난한 심령
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주인이시고 성령이 일하시는 곳이기에 사람이 자기의 뜻을 이루
려고 자기의 열심을 내어서는 안되는 곳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
든 것은 자기들의 기득권이 위협받았다고 여겨 자기들이 쌓아놓은 것들이 무너질 것을 
두려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 건축 못하게 하시고 모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
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대단한 실력이 있어도 자기에게 주어진 분량의 몫만큼 쓰임 받고 
때가 되면 떠나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위대한 
일’(significance)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 주시는 몫입니다. 더도 덜도 아닌 내가 감당해
야 할 분량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
다. 우리 모두는 섬기는 일에 쓰임 받음에 감사함으로 순종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루시
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내가 교인들 보다 믿음이 좋고 선하고 거룩해서 목사 노릇한다고 여긴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쓸모 있다고 여겨 주시니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그저 감사함과 두려움으로 내 자리를 지킬뿐입니다.

67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