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베소서 4장으로부터 바울은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5
장의 2절에서 바울은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합니다. 8절에 와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바울은 
자세히 주의해서 행하라고 권고합니다.

 여기 [자세히 주의하라]가 헬라어에서 [아크리보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 왕의 탄생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아이를 자세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서론에서, 누가는 “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8:25에서도 
아볼로는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예수에 관하여 정확히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부지런히, 확실하게,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들이 모두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단어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 하여 행하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가르칩니다.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는 시간을 죽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세상의 경로를 따라가는 방황(Meander-
ing)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특별한 사귐을 갖도록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습니다.
 일생을 다른 목적을 쫓아다니다가, 오직 죽음의 침상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과의 사귐을 구하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을 알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생을 통해서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눈 먼 자가 되어 방황합니다.
 성령의 충만,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라. 어리석은 세상은 
그들의 마음을 영원한 일들에 대하여 혼미하게 하는 술에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마음을 예리하게 하는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삶을 추구합니다.
 지혜로운 빛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여 행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지런히 행하여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통상적인 핑계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업 때문에 바쁘고, 즐기기 위해서 바쁘고, 죄 짓기 위해서 
바쁘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전혀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시간을 아끼라고 권합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시간을 사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행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중요한 일들을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까?
 우리는 오직 한 번의 생을 갖고 있고, 그것은 속히 지나갑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들만 영원히 
남습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주께서 곧 오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진다고 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일을 시켜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 일들이 끝나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못다한 많은 일들을 남겨 놓은 채 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에 정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정확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자신의 총명을 의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길을 지도해 주셔서 그의 길을 걷게 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술에 빠져 있지 않는 것이 또한 자세히 주의하는 
것입니다. 술의 전문가였던 솔로몬이 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잠 23:29-35]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30)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31)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32) 
그것이 마침내 뱀 같이 물 것이요 독사 같이 쏠 것이며 (33)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34)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35)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여 행할 것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지막 날의 이스라엘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의 마음에 두어, 너희로 내 
계명에 행하게 하리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했습니다.
 시[프살모이]는 찬양의 음악들을 통칭합니다. 악기를 곁들인 
찬양의 통칭입니다.

[시 147:7]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찬미[휨노이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영, 
Hymnal]입니다.
[시 95:2]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신령한 노래[프뉴마티코스 아-도]는 영성을 가진 노래들입니다. 
영에 속한 노래, 영적인 노래, 혹은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한 
노래들입니다.

[시 105:2]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진 채로 자정쯤에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각각 우리를 이렇게 권합니다.

[골 3: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약 5:13]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 외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상황에서 주님만을 노래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거의 무의식 중에 흘러나오는 그런 노래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날, 어떤 계기로 갑자기 거의 무의식 중에 제가 
유행가를 흥얼거리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것입니까?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지만 제가 무의식 중에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는 정말 기쁩니다.
 찬양의 노래들은 캄캄한 밤을 대낮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꿉니다.

 그리고 바울은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방식을 배웁니다.
 언제 감사해야 합니까? 항상[판토테] 즉 끊임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1부 예배의 Invitation 
말씀입니다.

[시 34:1]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시의 표제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고전 1: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얼마나 많은 일들로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범사[휘펠 판톤], 즉 
모든 것에(For eve-rything)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살전 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 대로 부르심을 입었기에 우리에겐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다가온 일종의 재앙들 마져도 예레미야의 말처럼 사실은 
기대해도 좋을 만한 결말이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렘 29: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다음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골 1:12]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진 축복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가 그에게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유일한 접근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골 3: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 13:15]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 하고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지요?
 사실 오늘부터 Race는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일을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아, 빨리 추수감사절이 와야 할텐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아직 감사절도 안 되었는데 우리가 막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나님께서 전혀 속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
“신자가 사는 법”

담임목사 정 석 진
David Seokjin Chung / Senior Pastor

Cell       551.999.5358
pastor.ds.chung@gmail.com

5 Old Dock Rd.

Alpine, NJ 07620
Tel.    845.398.0691, 201.767.1004

Fax. 845.398.1365

www.churchofthelord.org

Since Oct. 10. 2004

Church of the Lord
해외 한인 장로회

Aug. 14. 2022 (통권 908호)

[엡 5:15-21]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16)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7)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19)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21)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4장으로부터 바울은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5
장의 2절에서 바울은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합니다. 8절에 와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바울은 
자세히 주의해서 행하라고 권고합니다.

 여기 [자세히 주의하라]가 헬라어에서 [아크리보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 왕의 탄생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아이를 자세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서론에서, 누가는 “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8:25에서도 
아볼로는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예수에 관하여 정확히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부지런히, 확실하게,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들이 모두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단어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 하여 행하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가르칩니다.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는 시간을 죽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세상의 경로를 따라가는 방황(Meander-
ing)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특별한 사귐을 갖도록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습니다.
 일생을 다른 목적을 쫓아다니다가, 오직 죽음의 침상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과의 사귐을 구하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을 알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생을 통해서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눈 먼 자가 되어 방황합니다.
 성령의 충만,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라. 어리석은 세상은 
그들의 마음을 영원한 일들에 대하여 혼미하게 하는 술에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마음을 예리하게 하는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삶을 추구합니다.
 지혜로운 빛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여 행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지런히 행하여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통상적인 핑계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업 때문에 바쁘고, 즐기기 위해서 바쁘고, 죄 짓기 위해서 
바쁘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전혀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시간을 아끼라고 권합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시간을 사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행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중요한 일들을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까?
 우리는 오직 한 번의 생을 갖고 있고, 그것은 속히 지나갑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들만 영원히 
남습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주께서 곧 오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진다고 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일을 시켜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 일들이 끝나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못다한 많은 일들을 남겨 놓은 채 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에 정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정확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자신의 총명을 의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길을 지도해 주셔서 그의 길을 걷게 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술에 빠져 있지 않는 것이 또한 자세히 주의하는 
것입니다. 술의 전문가였던 솔로몬이 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잠 23:29-35]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30)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31)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32) 
그것이 마침내 뱀 같이 물 것이요 독사 같이 쏠 것이며 (33)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34)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35)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여 행할 것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지막 날의 이스라엘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의 마음에 두어, 너희로 내 
계명에 행하게 하리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했습니다.
 시[프살모이]는 찬양의 음악들을 통칭합니다. 악기를 곁들인 
찬양의 통칭입니다.

[시 147:7]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찬미[휨노이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영, 
Hymnal]입니다.
[시 95:2]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신령한 노래[프뉴마티코스 아-도]는 영성을 가진 노래들입니다. 
영에 속한 노래, 영적인 노래, 혹은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한 
노래들입니다.

[시 105:2]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진 채로 자정쯤에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각각 우리를 이렇게 권합니다.

[골 3: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약 5:13]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 외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상황에서 주님만을 노래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거의 무의식 중에 흘러나오는 그런 노래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날, 어떤 계기로 갑자기 거의 무의식 중에 제가 
유행가를 흥얼거리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것입니까?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지만 제가 무의식 중에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는 정말 기쁩니다.
 찬양의 노래들은 캄캄한 밤을 대낮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꿉니다.

 그리고 바울은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방식을 배웁니다.
 언제 감사해야 합니까? 항상[판토테] 즉 끊임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1부 예배의 Invitation 
말씀입니다.

[시 34:1]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시의 표제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고전 1: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얼마나 많은 일들로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범사[휘펠 판톤], 즉 
모든 것에(For eve-rything)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살전 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 대로 부르심을 입었기에 우리에겐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다가온 일종의 재앙들 마져도 예레미야의 말처럼 사실은 
기대해도 좋을 만한 결말이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렘 29: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다음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골 1:12]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진 축복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가 그에게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유일한 접근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골 3: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 13:15]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 하고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지요?
 사실 오늘부터 Race는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일을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아, 빨리 추수감사절이 와야 할텐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아직 감사절도 안 되었는데 우리가 막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나님께서 전혀 속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으로부터 바울은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5
장의 2절에서 바울은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합니다. 8절에 와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바울은 
자세히 주의해서 행하라고 권고합니다.

 여기 [자세히 주의하라]가 헬라어에서 [아크리보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 왕의 탄생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아이를 자세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서론에서, 누가는 “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8:25에서도 
아볼로는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예수에 관하여 정확히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부지런히, 확실하게,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들이 모두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단어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 하여 행하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가르칩니다.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는 시간을 죽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세상의 경로를 따라가는 방황(Meander-
ing)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특별한 사귐을 갖도록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습니다.
 일생을 다른 목적을 쫓아다니다가, 오직 죽음의 침상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과의 사귐을 구하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을 알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생을 통해서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눈 먼 자가 되어 방황합니다.
 성령의 충만,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라. 어리석은 세상은 
그들의 마음을 영원한 일들에 대하여 혼미하게 하는 술에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마음을 예리하게 하는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삶을 추구합니다.
 지혜로운 빛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여 행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지런히 행하여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통상적인 핑계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업 때문에 바쁘고, 즐기기 위해서 바쁘고, 죄 짓기 위해서 
바쁘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전혀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시간을 아끼라고 권합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시간을 사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행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중요한 일들을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까?
 우리는 오직 한 번의 생을 갖고 있고, 그것은 속히 지나갑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들만 영원히 
남습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주께서 곧 오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진다고 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일을 시켜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 일들이 끝나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못다한 많은 일들을 남겨 놓은 채 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에 정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정확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자신의 총명을 의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길을 지도해 주셔서 그의 길을 걷게 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술에 빠져 있지 않는 것이 또한 자세히 주의하는 
것입니다. 술의 전문가였던 솔로몬이 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잠 23:29-35]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30)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31)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32) 
그것이 마침내 뱀 같이 물 것이요 독사 같이 쏠 것이며 (33)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34)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35)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여 행할 것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지막 날의 이스라엘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의 마음에 두어, 너희로 내 
계명에 행하게 하리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했습니다.
 시[프살모이]는 찬양의 음악들을 통칭합니다. 악기를 곁들인 
찬양의 통칭입니다.

[시 147:7]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찬미[휨노이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영, 
Hymnal]입니다.
[시 95:2]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신령한 노래[프뉴마티코스 아-도]는 영성을 가진 노래들입니다. 
영에 속한 노래, 영적인 노래, 혹은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한 
노래들입니다.

[시 105:2]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진 채로 자정쯤에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각각 우리를 이렇게 권합니다.

[골 3: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약 5:13]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 외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상황에서 주님만을 노래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거의 무의식 중에 흘러나오는 그런 노래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날, 어떤 계기로 갑자기 거의 무의식 중에 제가 
유행가를 흥얼거리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것입니까?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지만 제가 무의식 중에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는 정말 기쁩니다.
 찬양의 노래들은 캄캄한 밤을 대낮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꿉니다.

 그리고 바울은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방식을 배웁니다.
 언제 감사해야 합니까? 항상[판토테] 즉 끊임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1부 예배의 Invitation 
말씀입니다.

[시 34:1]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시의 표제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고전 1: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얼마나 많은 일들로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범사[휘펠 판톤], 즉 
모든 것에(For eve-rything)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살전 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 대로 부르심을 입었기에 우리에겐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다가온 일종의 재앙들 마져도 예레미야의 말처럼 사실은 
기대해도 좋을 만한 결말이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렘 29: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다음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골 1:12]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진 축복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가 그에게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유일한 접근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골 3: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 13:15]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 하고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지요?
 사실 오늘부터 Race는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일을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아, 빨리 추수감사절이 와야 할텐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아직 감사절도 안 되었는데 우리가 막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나님께서 전혀 속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으로부터 바울은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5
장의 2절에서 바울은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합니다. 8절에 와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바울은 
자세히 주의해서 행하라고 권고합니다.

 여기 [자세히 주의하라]가 헬라어에서 [아크리보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 왕의 탄생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아이를 자세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서론에서, 누가는 “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8:25에서도 
아볼로는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예수에 관하여 정확히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부지런히, 확실하게,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들이 모두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단어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 하여 행하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가르칩니다.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는 시간을 죽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세상의 경로를 따라가는 방황(Meander-
ing)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특별한 사귐을 갖도록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습니다.
 일생을 다른 목적을 쫓아다니다가, 오직 죽음의 침상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과의 사귐을 구하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을 알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생을 통해서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눈 먼 자가 되어 방황합니다.
 성령의 충만,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라. 어리석은 세상은 
그들의 마음을 영원한 일들에 대하여 혼미하게 하는 술에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마음을 예리하게 하는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삶을 추구합니다.
 지혜로운 빛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여 행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지런히 행하여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통상적인 핑계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업 때문에 바쁘고, 즐기기 위해서 바쁘고, 죄 짓기 위해서 
바쁘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전혀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시간을 아끼라고 권합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시간을 사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행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중요한 일들을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까?
 우리는 오직 한 번의 생을 갖고 있고, 그것은 속히 지나갑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들만 영원히 
남습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주께서 곧 오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진다고 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일을 시켜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 일들이 끝나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못다한 많은 일들을 남겨 놓은 채 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에 정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정확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자신의 총명을 의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길을 지도해 주셔서 그의 길을 걷게 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술에 빠져 있지 않는 것이 또한 자세히 주의하는 
것입니다. 술의 전문가였던 솔로몬이 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잠 23:29-35]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30)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31)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32) 
그것이 마침내 뱀 같이 물 것이요 독사 같이 쏠 것이며 (33)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34)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35)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여 행할 것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지막 날의 이스라엘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의 마음에 두어, 너희로 내 
계명에 행하게 하리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했습니다.
 시[프살모이]는 찬양의 음악들을 통칭합니다. 악기를 곁들인 
찬양의 통칭입니다.

[시 147:7]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찬미[휨노이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영, 
Hymnal]입니다.
[시 95:2]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신령한 노래[프뉴마티코스 아-도]는 영성을 가진 노래들입니다. 
영에 속한 노래, 영적인 노래, 혹은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한 
노래들입니다.

[시 105:2]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진 채로 자정쯤에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각각 우리를 이렇게 권합니다.

[골 3: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약 5:13]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 외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상황에서 주님만을 노래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거의 무의식 중에 흘러나오는 그런 노래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날, 어떤 계기로 갑자기 거의 무의식 중에 제가 
유행가를 흥얼거리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것입니까?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지만 제가 무의식 중에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는 정말 기쁩니다.
 찬양의 노래들은 캄캄한 밤을 대낮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꿉니다.

 그리고 바울은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방식을 배웁니다.
 언제 감사해야 합니까? 항상[판토테] 즉 끊임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1부 예배의 Invitation 
말씀입니다.

[시 34:1]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시의 표제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고전 1: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얼마나 많은 일들로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범사[휘펠 판톤], 즉 
모든 것에(For eve-rything)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살전 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 대로 부르심을 입었기에 우리에겐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다가온 일종의 재앙들 마져도 예레미야의 말처럼 사실은 
기대해도 좋을 만한 결말이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렘 29: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다음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골 1:12]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진 축복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가 그에게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유일한 접근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골 3: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 13:15]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 하고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지요?
 사실 오늘부터 Race는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일을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아, 빨리 추수감사절이 와야 할텐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아직 감사절도 안 되었는데 우리가 막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나님께서 전혀 속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으로부터 바울은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5
장의 2절에서 바울은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합니다. 8절에 와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바울은 
자세히 주의해서 행하라고 권고합니다.

 여기 [자세히 주의하라]가 헬라어에서 [아크리보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 왕의 탄생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아이를 자세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서론에서, 누가는 “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8:25에서도 
아볼로는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예수에 관하여 정확히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부지런히, 확실하게,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들이 모두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단어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 하여 행하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가르칩니다.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는 시간을 죽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세상의 경로를 따라가는 방황(Meander-
ing)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특별한 사귐을 갖도록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습니다.
 일생을 다른 목적을 쫓아다니다가, 오직 죽음의 침상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과의 사귐을 구하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을 알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생을 통해서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눈 먼 자가 되어 방황합니다.
 성령의 충만,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라. 어리석은 세상은 
그들의 마음을 영원한 일들에 대하여 혼미하게 하는 술에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마음을 예리하게 하는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삶을 추구합니다.
 지혜로운 빛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여 행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지런히 행하여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통상적인 핑계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업 때문에 바쁘고, 즐기기 위해서 바쁘고, 죄 짓기 위해서 
바쁘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전혀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시간을 아끼라고 권합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시간을 사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행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중요한 일들을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까?
 우리는 오직 한 번의 생을 갖고 있고, 그것은 속히 지나갑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들만 영원히 
남습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주께서 곧 오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진다고 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일을 시켜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 일들이 끝나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못다한 많은 일들을 남겨 놓은 채 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에 정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정확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자신의 총명을 의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길을 지도해 주셔서 그의 길을 걷게 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술에 빠져 있지 않는 것이 또한 자세히 주의하는 
것입니다. 술의 전문가였던 솔로몬이 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잠 23:29-35]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30)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31)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32) 
그것이 마침내 뱀 같이 물 것이요 독사 같이 쏠 것이며 (33)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34)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35)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여 행할 것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지막 날의 이스라엘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의 마음에 두어, 너희로 내 
계명에 행하게 하리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했습니다.
 시[프살모이]는 찬양의 음악들을 통칭합니다. 악기를 곁들인 
찬양의 통칭입니다.

[시 147:7]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찬미[휨노이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영, 
Hymnal]입니다.
[시 95:2]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신령한 노래[프뉴마티코스 아-도]는 영성을 가진 노래들입니다. 
영에 속한 노래, 영적인 노래, 혹은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한 
노래들입니다.

[시 105:2]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진 채로 자정쯤에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각각 우리를 이렇게 권합니다.

[골 3: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약 5:13]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 외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상황에서 주님만을 노래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거의 무의식 중에 흘러나오는 그런 노래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날, 어떤 계기로 갑자기 거의 무의식 중에 제가 
유행가를 흥얼거리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것입니까?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지만 제가 무의식 중에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는 정말 기쁩니다.
 찬양의 노래들은 캄캄한 밤을 대낮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꿉니다.

 그리고 바울은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방식을 배웁니다.
 언제 감사해야 합니까? 항상[판토테] 즉 끊임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1부 예배의 Invitation 
말씀입니다.

[시 34:1]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시의 표제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고전 1: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얼마나 많은 일들로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범사[휘펠 판톤], 즉 
모든 것에(For eve-rything)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살전 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 대로 부르심을 입었기에 우리에겐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다가온 일종의 재앙들 마져도 예레미야의 말처럼 사실은 
기대해도 좋을 만한 결말이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렘 29: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다음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골 1:12]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진 축복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가 그에게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유일한 접근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골 3: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 13:15]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 하고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지요?
 사실 오늘부터 Race는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일을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아, 빨리 추수감사절이 와야 할텐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아직 감사절도 안 되었는데 우리가 막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나님께서 전혀 속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으로부터 바울은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5
장의 2절에서 바울은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합니다. 8절에 와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바울은 
자세히 주의해서 행하라고 권고합니다.

 여기 [자세히 주의하라]가 헬라어에서 [아크리보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 왕의 탄생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아이를 자세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서론에서, 누가는 “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8:25에서도 
아볼로는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예수에 관하여 정확히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부지런히, 확실하게,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들이 모두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단어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 하여 행하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가르칩니다.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는 시간을 죽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세상의 경로를 따라가는 방황(Meander-
ing)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특별한 사귐을 갖도록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습니다.
 일생을 다른 목적을 쫓아다니다가, 오직 죽음의 침상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과의 사귐을 구하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을 알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생을 통해서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눈 먼 자가 되어 방황합니다.
 성령의 충만,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라. 어리석은 세상은 
그들의 마음을 영원한 일들에 대하여 혼미하게 하는 술에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마음을 예리하게 하는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삶을 추구합니다.
 지혜로운 빛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여 행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지런히 행하여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통상적인 핑계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업 때문에 바쁘고, 즐기기 위해서 바쁘고, 죄 짓기 위해서 
바쁘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전혀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시간을 아끼라고 권합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시간을 사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행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중요한 일들을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까?
 우리는 오직 한 번의 생을 갖고 있고, 그것은 속히 지나갑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들만 영원히 
남습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주께서 곧 오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진다고 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일을 시켜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 일들이 끝나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못다한 많은 일들을 남겨 놓은 채 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에 정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정확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자신의 총명을 의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길을 지도해 주셔서 그의 길을 걷게 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술에 빠져 있지 않는 것이 또한 자세히 주의하는 
것입니다. 술의 전문가였던 솔로몬이 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잠 23:29-35]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30)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31)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32) 
그것이 마침내 뱀 같이 물 것이요 독사 같이 쏠 것이며 (33)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34)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35)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여 행할 것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지막 날의 이스라엘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의 마음에 두어, 너희로 내 
계명에 행하게 하리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했습니다.
 시[프살모이]는 찬양의 음악들을 통칭합니다. 악기를 곁들인 
찬양의 통칭입니다.

[시 147:7]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찬미[휨노이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영, 
Hymnal]입니다.
[시 95:2]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신령한 노래[프뉴마티코스 아-도]는 영성을 가진 노래들입니다. 
영에 속한 노래, 영적인 노래, 혹은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한 
노래들입니다.

[시 105:2]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진 채로 자정쯤에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각각 우리를 이렇게 권합니다.

[골 3: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약 5:13]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 외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상황에서 주님만을 노래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거의 무의식 중에 흘러나오는 그런 노래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날, 어떤 계기로 갑자기 거의 무의식 중에 제가 
유행가를 흥얼거리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것입니까?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지만 제가 무의식 중에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는 정말 기쁩니다.
 찬양의 노래들은 캄캄한 밤을 대낮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꿉니다.

 그리고 바울은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방식을 배웁니다.
 언제 감사해야 합니까? 항상[판토테] 즉 끊임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1부 예배의 Invitation 
말씀입니다.

[시 34:1]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시의 표제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고전 1: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얼마나 많은 일들로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범사[휘펠 판톤], 즉 
모든 것에(For eve-rything)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살전 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 대로 부르심을 입었기에 우리에겐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다가온 일종의 재앙들 마져도 예레미야의 말처럼 사실은 
기대해도 좋을 만한 결말이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렘 29: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다음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골 1:12]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진 축복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가 그에게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유일한 접근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골 3: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 13:15]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 하고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지요?
 사실 오늘부터 Race는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일을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아, 빨리 추수감사절이 와야 할텐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아직 감사절도 안 되었는데 우리가 막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나님께서 전혀 속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4장으로부터 바울은 크리스천의 삶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5
장의 2절에서 바울은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합니다. 8절에 와서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바울은 
자세히 주의해서 행하라고 권고합니다.

 여기 [자세히 주의하라]가 헬라어에서 [아크리보스]입니다.
 동방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와 왕의 탄생에 대해 물었을 때, 그는 
아이를 자세히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서론에서, 누가는 “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라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8:25에서도 
아볼로는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여 가르쳤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는 예수에 관하여 정확히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부지런히, 확실하게, 조심스럽게, 정확하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들이 모두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단어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주의 하여 행하려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워야 
합니다. 바울은 지혜로운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가르칩니다.
 “세월을 아끼라.” 어리석은 자는 시간을 죽입니다. 바울은 
여러분의 과거의 삶이 세상의 경로를 따라가는 방황(Meander-
ing)이었다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특별한 사귐을 갖도록 우리를 이 땅에 
지으셨습니다.
 일생을 다른 목적을 쫓아다니다가, 오직 죽음의 침상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과의 사귐을 구하는 일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주님의 뜻을 분별하라. 지혜로운 사람은 주의 뜻을 알기를 
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생을 통해서 자신이 왜 존재하는지조차 
알지 못한 채, 눈 먼 자가 되어 방황합니다.
 성령의 충만, 즉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라. 어리석은 세상은 
그들의 마음을 영원한 일들에 대하여 혼미하게 하는 술에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마음을 예리하게 하는 성령의 컨트롤을 받는 

삶을 추구합니다.
 지혜로운 빛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자세히 주의하여 행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지런히 행하여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통상적인 핑계는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업 때문에 바쁘고, 즐기기 위해서 바쁘고, 죄 짓기 위해서 
바쁘고, 예수님을 위해서는 전혀 시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시간을 아끼라고 권합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면, 시간을 사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얻기 위해 대가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행하는 일들을 살펴보면 영원한 
가치를 지니지 않은 것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중요한 일들을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까?
 우리는 오직 한 번의 생을 갖고 있고, 그것은 속히 지나갑니다; 그 
시간들 속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행한 일들만 영원히 
남습니다.
 왜 세월을 아껴야 합니까?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주께서 곧 오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진다고 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많은 일을 시켜 이 땅에 
보내셨으니, 그 일들이 끝나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많은 사람이 못다한 많은 일들을 남겨 놓은 채 죽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에 정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저의 생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정확히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계획에서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일입니다.
 자신의 총명을 의지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 길을 지도해 주셔서 그의 길을 걷게 해 
달라고 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는 술에 빠져 있지 않는 것이 또한 자세히 주의하는 
것입니다. 술의 전문가였던 솔로몬이 술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잠 23:29-35] 재앙이 뉘게 있느뇨 근심이 뉘게 있느뇨 분쟁이 
뉘게 있느뇨 원망이 뉘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뉘게 있느뇨 
붉은 눈이 뉘게 있느뇨 (30)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31)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32) 
그것이 마침내 뱀 같이 물 것이요 독사 같이 쏠 것이며 (33)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34) 너는 바다 가운데에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35)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어떻게 자세히 주의하여 행할 것인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면 육체의 
정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지막 날의 이스라엘에 대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내 영을 너의 마음에 두어, 너희로 내 
계명에 행하게 하리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라고 했습니다.
 시[프살모이]는 찬양의 음악들을 통칭합니다. 악기를 곁들인 
찬양의 통칭입니다.

[시 147:7]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찬미[휨노이스]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노래[영, 
Hymnal]입니다.
[시 95:2]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신령한 노래[프뉴마티코스 아-도]는 영성을 가진 노래들입니다. 
영에 속한 노래, 영적인 노래, 혹은 사람들을 교훈하기 위한 
노래들입니다.

[시 105:2]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감옥에서 착고에 채워진 채로 자정쯤에 
찬양했습니다.
 바울과 야고보가 각각 우리를 이렇게 권합니다.

[골 3:16]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약 5:13]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직 주님 외에 아무도 
없는 외로운 상황에서 주님만을 노래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거의 무의식 중에 흘러나오는 그런 노래는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날, 어떤 계기로 갑자기 거의 무의식 중에 제가 
유행가를 흥얼거리고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도대체 
어디에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것입니까?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하지만 제가 무의식 중에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때는 정말 기쁩니다.
 찬양의 노래들은 캄캄한 밤을 대낮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패배를 
승리로 바꿉니다.

 그리고 바울은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방식을 배웁니다.
 언제 감사해야 합니까? 항상[판토테] 즉 끊임없이 감사해야 
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오늘 1부 예배의 Invitation 
말씀입니다.

[시 34:1]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이 시의 표제입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체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고전 1:4]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얼마나 많은 일들로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범사[휘펠 판톤], 즉 
모든 것에(For eve-rything)감사해야 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살전 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는 하나님의 뜻 대로 부르심을 입었기에 우리에겐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게 다가온 일종의 재앙들 마져도 예레미야의 말처럼 사실은 
기대해도 좋을 만한 결말이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렘 29:11]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그 다음 누구에게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바울이 말했습니다.
[골 1:12]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진 축복을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가 그에게 드려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유일한 접근로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그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했습니다.
[골 3: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 13:15]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에게 감사 하고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지요?
 사실 오늘부터 Race는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일을 시작합시다. 할렐루야~!
 “아, 빨리 추수감사절이 와야 할텐데!”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지요? 아직 감사절도 안 되었는데 우리가 막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나님께서 전혀 속상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