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교
Sermon

“하나님을 믿어라”
(Have Faith in God)



월요일: 
예수님이 갈릴리를 떠나 유대지방
으로 가셨습니다. 늘 하시던 대로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들을 가르치
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해서 이혼에
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화요일: 
예수님이 길을 가시는데 한 사람
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
는지 물었습니다. 



수요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고
난 받고 죽으실 것과 사흘 만에 다
시 사실 것을 세 번째로 이야기 하
십니다. 



목요일: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눈
먼 거지 바디매오가 나사렛 예수
가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외쳤습
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금요일: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예
루살렘까지의 길고 험한 오르막길
을 지나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귀새끼를 타고 겸손과 평화의 왕
으로 자신이 주인이신 성전을 향
해 들어 가셨십니다.



토요일: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
님께서,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
께서 친히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
전을 시찰하셨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열매
없는 예루살렘 성전에 임박한 심
판을 보여주셨습니다.



(막 11:21, 새번역) "랍비님, 저것 좀
보십시오, 선생님이 저주하신 저 무
화과나무가 말라 버렸습니다." 

(Mk 11:21, ESV) And Peter 
remembered and said to him, 
"Rabbi, look! The fig tree that you 
cursed has withered.“



(막 11:28, 새번역) "당신은 무슨 권
한으로 이런 일을 합니까? 누가 당신
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
었습니까?“

(Mk 11:28, ESV) and they said to 
him, "By what authority are you 
doing these things, or who gave 
you this authority to do them?"



(막 11:29, 새번역) "나도 너희에게
한 가지를 물어 보겠으니, 나에게 대
답해 보아라. 그러면 내가 무슨 권한
으로 이런 일을 하는지를 너희에게
말하겠다.

(Mk 11:29, ESV) Jesus said to 
them, "I will ask you one question; 
answer me, and I will tell you by 
what authority I do these things.



(막 11:30, 새번역) 요한의 침례가 하
늘에서 온 것이냐, 사람에게서 온 것
이냐? 내게 대답해 보아라." 

(Mk 11:30, ESV) Was the baptism 
of John from heaven or from man? 
Answer me.“



(막 11:31, 새번역) 그들은 자기들끼
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하늘에서 왔
다'고 말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
았느냐'고 할 것이다.

(Mk 11:31, ESV) And they 
discussed it with one another, 
saying, "If we say, 'From heaven,' 
he will say, 'Why then did you not 
believe him?'



(막 11:32, 새번역) 그렇다고 해서 '
사람에게서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지
않은가?" 그들은 무리를 무서워하고
있었다. 무리가 모두 요한을 참 예언
자로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Mk 11:32, ESV) But shall we say, 
'From man'?"--they were afraid 
of the people, for they all held 
that John really was a prophet.



(막 11:33, 새번역) "모르겠습니다." 

(Mk 11:33, ESV) "We do not 
know.“



(요 5:37, 새번역) 또 나를 보내신 아
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Jn 5:37, ESV) And the Father 
who sent me has himself borne 
witness about me. His voice you 
have never heard, his form you 
have never seen,



(요 5:38, 새번역)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
희가, 그분이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Jn 5:38, ESV) and you do not 
have his word abiding in you, for 
you do not believe the one whom 
he has sent.



(요 5:39, 새번역) 너희가 성경을 연
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하고 있다.

(Jn 5:39, ESV) You search the 
Scriptures because you think that 
in them you have eternal life; and 
it is they that bear witness about 
me,



I. 우리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
이십니다(22).



(막 11:22, 새번역) "하나님을 믿어
라.

(Mk 11:22, ESV) "Have faith in 
God.



성경

“창조”- 우리의 정체성
“타락”- 우리의 문제
“구속”- 우리 문제의 해법
“완성”- 우리의 소망



창조 –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도록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
음받았습니다.



타락 –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했는
데, 우리의 자치(自治)는 갈등과
종노릇과 심판을 낳았습니다.



구속 –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내 자신
의 통치를 회복하시고, 십자가에
서 우리가 받을 심판의 대가를 치
르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자신의
통치 아래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완성 –
하나님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깨어진 이 세상을 재창조하실 것
입니다.



II.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23-24).



(막 11:24, 새번역) 그러므로 나는 너
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
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
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Mk 11:24, ESV) Therefore I tell 
you, whatever you ask in prayer, 
believe that you have received it, 
and it will be yours.



(막 11:23, 새번역)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
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번쩍 들려
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
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Mk 11:23, ESV) Truly, I say to you, 
whoever says to this mountain, 'Be 
taken up and thrown into the sea,' and 
does not doubt in his heart, but believes 
that what he says will come to pass, it 
will be done for him.



(사 55:10, 새번역)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
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씨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사람
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으로 돌
아가는 것처럼,

(Is 55:10, ESV) "For as the rain and the 
snow come down from heaven and do 
not return there but water the earth, 
making it bring forth and sprout, giving 
seed to the sower and bread to the 
eater,



(사 55:11, 새번역)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Is 55:11, ESV) so shall my word be 
that goes out from my mouth; it shall 
not return to me empty, but it shall 
accomplish that which I purpose, and 
shall succeed in the thing for which I 
sent it.



III. 하나님은 용서하는 자를 용
서해 주십니다(25).



(막 11:25, 새번역) 너희가 서서 기도할
때에, 어떤 사람과 서로 등진 일이 있으면, 
용서하여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
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실
것이다.“

(Mk 11:25, ESV) And whenever you 
stand praying, forgive, if you have 
anything against anyone, so that your 
Father also who is in heaven may 
forgive you your trespass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