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교
Sermon

“감사가 되는 사람”
(Being a thankful person to others)



독불장군(獨不將軍)

'혼자서는 장군이 될 수 없다'



무슨 일이든 자기 생각대로
혼자서 처리하는 사람

“self-righteous man”



하나님과의 관계
영성(靈性 - Spirituality)

다른 사람과의 관계
사회성(社會性 - Sociality)

나와의 관계
인성(人性 - Personality)



나는 누군가에게 얼마나 감사가 되는
사람이었나?



I. 저주하지 않고 축복하는 사람입
니다.



(롬 12:14, 새번역) 여러분을 박해하
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
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Rm 12:14, ESV) Bless those who 
persecute you; bless and do not 
curse them.













(창 45:4, 새번역)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
님들이 이집트로 팔아 넘긴 그 아우입니
다.

(Gn 45:4, ESV) So Joseph said to his 
brothers, "Come near to me, please." 
And they came near. And he said, "I 
am your brother, Joseph, whom you 
sold into Egypt.



(창 45:5, 새번역)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
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
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
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
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 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Gn 45:5, ESV) And now do not be 
distressed or angry with yourselves 
because you sold me here, for God 
sent me before you to preserve life.





(창 45:6, 새번역) 이 땅에 흉년이 든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다섯 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Gn 45:6, ESV) For the famine has 
been in the land these two years, 
and there are yet five years in 
which there will be neither 
plowing nor harvest.



(창 45:7, 새번역) 하나님이 나를 형님
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
을 지켜 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 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Gn 45:7, ESV) And God sent me 
before you to preserve for you a 
remnant on earth, and to keep alive 
for you many survivors.



(창 45:8, 새번역)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Gn 45:8, ESV) So it was not you who 
sent me here, but God. He has made 
me a father to Pharaoh, and lord of all 
his house and ruler over all the land of 
Egypt.



(롬 12:19, 새번역) 사랑하는 여러분, 여
러분은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그 일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십시오. 성경에
도 기록하기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할
일이니, 내가 갚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
신다" 하였습니다. 

(Rm 12:19, ESV) Beloved, never 
avenge yourselves, but leave it to the 
wrath of God, for it is written, 
"Vengeance is mine, I will repay, says 
the Lord."



(롬 12:20, 새번역)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을 것을 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그
의 머리 위에다가 숯불을 쌓는 셈이 될 것
이다" 하였습니다.

(Rm 12:20, ESV) To the contrary, "if 
your enemy is hungry, feed him; if he 
is thirsty, give him something to drink; 
for by so doing you will heap burning 
coals on his head."



(롬 12:21, 새번역)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Rm 12:21, ESV) Do not be 
overcome by evil, but overcome 
evil with good.



(벧전 2:23, 새번역) 그는 모욕을 당하셨
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
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1Pt 2:23, ESV) When he was reviled, 
he did not revile in return; when he 
suffered, he did not threaten, but 
continued entrusting himself to him 
who judges justly.



II.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는 사람
입니다.



(롬 12:15, 새번역) 기뻐하는 사람들
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
께 우십시오.

(Rm 12:15, ESV)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weep with 
those who weep.



기쁨은 함께 하면 배가 되고, 
슬픔은 함께 하면 반으로 줄어든다.



(마 11:16, 새번역) "이 세대를 무엇에 비
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Mt 11:16, ESV) "But to what shall I 
compare this generation? It is like 
children sitting in the marketplaces 
and calling to their playmates,



(마 11:17, 새번역)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
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Mt 11:17, ESV) "'We played the 
flute for you, and you did not 
dance; we sang a dirge, and you 
did not mourn.'



III. 교만한 마음을 품지 않고 함께
사귀는 사람입니다.



(롬 12:16, 새번역)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비천
한 사람들과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
혜가 있는 체하지 마십시오.

(Rm 12:16, ESV)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Do not be 
haughty, but associate with the 
lowly. Never be wise in your own 
sight.



(빌 2:3, 새번역)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겸손
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
을 낫게 여기십시오.

(Php 2:3, ESV) Do nothing from 
rivalry or conceit, but in humility 
count others more significant than 
yourselves.



참을 인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1. 모든 사람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
하십시오.

2. 다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우십시오.

3.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함께 사
귀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