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교
Sermon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
(The Life of the People 
of the Kingdom of God)



SpaceX의 우주선에 실린 전기차 로드스터





스타맨 우주선 화성통과



스타맨
우주선
공전궤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I.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는 삶입
니다.



(마 6:31, 새번역)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Mt 6:31, ESV) Therefore do not 
be anxious, saying, 'What shall we 
eat?' or 'What shall we drink?' or 
'What shall we wear?’



(마 6:32, 새번역)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
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Mt 6:32, ESV) For the Gentiles 
seek after all these things, and 
your heavenly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all.



(마 6:33, 새번역) 너희는 먼저 하나
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여 주실 것이다.

(Mt 6:33, ESV) But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이방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입니다.



“구한다”

추구한다
찾는다

그것을 위해 노력한다



(고전 6:19, 새번역) 여러분의 몸은 여러
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
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
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1Co 6:19, ESV) Or do you not know 
that your body is a temple of the Holy 
Spirit within you, whom you have 
from God? You are not your own,



(고전 6:20, 새번역) 여러분은 하나님
께서 값을 치르고 사들인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십시오.

(1Co 6:20, ESV) for you were 
bought with a price. So glorify 
God in your body.



(고후 5:15, 새번역)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
는, 살아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
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2Co 5:15, ESV) and he died for all, that 
those who live might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but for him who for their 
sake died and was raised.



(요 5:30, 새번역) “나는 아무것도 내 마
음대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버지께서 하라
고 하시는 대로 심판한다. 내 심판은 올바
르다. 그것은 내가 내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하려 하기
때문이다.”

(Jn 5:30, ESV) "I can do nothing on 
my own. As I hear, I judge, and my 
judgment is just, because I seek not 
my own will but the will of him who 
sent me.



(사 55:6, 새번역) 너희는, 만날 수 있
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너희는, 가까
이 계실 때에 주님을 불러라.

(Is 55:6, ESV) "Seek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call upon 
him while he is near;



(사 55:7, 새번역) 악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
오너라. 주님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푸실 것
이다.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너라. 주님
께서 너그럽게 용서하여 주실 것이다.

(Is 55:7, ESV) let the wicked forsake his 
way, and the unrighteous man his 
thoughts; let him return to the LORD, 
that he may have compassion on him, 
and to our God, for he will abundantly 
pardon.



(사 55:8, 새번역) "나의 생각은 너희
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다.

(Is 55:8, ESV)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either are 
your ways my ways, declares the 
LORD.



(사 55:9, 새번역) "하늘이 땅보다 높
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
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
다.

(Is 55:9, ESV) For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II.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란
하나님 자원으로 사는 삶입니다. 



(마 6:31, 새번역)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
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Mt 6:31, ESV) Therefore do not 
be anxious, saying, 'What shall we 
eat?' or 'What shall we drink?' or 
'What shall we wear?’



(마 6:32, 새번역)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
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Mt 6:32, ESV) For the Gentiles 
seek after all these things, and 
your heavenly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all.



(마 6:33, 새번역) 너희는 먼저 하나
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여 주실 것이다.

(Mt 6:33, ESV) But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사 30:1, 새번역)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거
역하는 자식들아, 너희에게 화가 닥칠 것이
다. 너희가 계획을 추진하지만, 그것들은 나
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며, 동맹을 맺지만, 
나의 뜻을 따라 한 것이 아니다. 죄에 죄를
더할 뿐이다.

(Is 30:1, ESV) "Ah, stubborn children," 
declares the LORD, "who carry out a 
plan, but not mine, and who make an 
alliance, but not of my Spirit, that they 
may add sin to sin;



(사 30:2, 새번역) 너희가 나에게 물
어 보지도 않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바로의 보호를 받아 피신하려 하고, 
이집트의 그늘에 숨으려 하는구나.“

(Is 30:2, ESV) who set out to go 
down to Egypt, without asking for 
my direction, to take refuge in the 
protection of Pharaoh and to seek 
shelter in the shadow of Egypt!



(사 30:3, 새번역) 바로의 보호가 오
히려 너희에게 수치가 되고, 이집트의
그늘이 오히려 너희에게 치욕이 될
것이다.

(Is 30:3, ESV) Therefore shall the 
protection of Pharaoh turn to your 
shame, and the shelter in the 
shadow of Egypt to your 
humiliation.



(사 31:1, 새번역) 도움을 청하러 이집트로 내
려가는 자들에게 재앙이 닥칠 것이다. 그들은
군마를 의지하고, 많은 병거를 믿고 기마병의
막강한 힘을 믿으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바라보지도 않고, 주님께 구하지도 않는
다.

(Is 31:1, ESV) Woe to those who go down 
to Egypt for help and rely on horses, who 
trust in chariots because they are many 
and in horsemen because they are very 
strong, but do not look to the Holy One of 
Israel or consult the LORD!



III.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삶입니다.



(마 6:33, 새번역) 너희는 먼저 하나
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여 주실 것이다.

(Mt 6:33, ESV) But seek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added to you.



(약 4:4, 새번역) 간음하는 사람들이여, 세상
과 벗함이 하나님과 등지는 일임을 알지 못
합니까?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려고 하
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Jms 4:4, ESV) You adulterous people! 
Do you not know that friendship with 
the world is enmity with God? Therefore 
whoever wishes to be a friend of the 
world makes himself an enemy of God.



(요일 2:15, 새번역) 여러분은 세상이
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
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
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
이 없습니다.

(1Jn 2:15, ESV) Do not love the 
world or the things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요일 2:16, 새번역)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
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
입니다.

(1Jn 2:16, ESV) For all that is in the 
world--the desires of the flesh and 
the desires of the eyes and pride in 
possessions--is not from the Father 
but is from the world.



(요일 2:17, 새번역) 이 세상도 사라
지고, 이 세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1Jn 2:17, ESV) And the world is 
passing away along with its 
desires, but whoever does the will 
of God abides forever.



(요일 2:16, 새번역)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
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
입니다.

(1Jn 2:16, ESV) For all that is in the 
world--the desires of the flesh and 
the desires of the eyes and pride in 
possessions--is not from the Father 
but is from the world.



(롬 12:2, 새번역)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
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
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
시오.

(Rm 12:2, ESV)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 that by testing 
you may discern what is the will of God, 
what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마음

mind
생각, 사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