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교 Sermon

“이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How Good and Pleasant)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한
구약성경은 어떤 책일까요?



I. 형제자매의 연합은 참으로 아름답고 즐거
운 것이에요(1절).



다윗의 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



(신 16:16) 모든 남자는 한 해에 세 번, 무교절과 칠칠절
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빈 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Dt 16:16) "Three times a year all your males shall 
appear before the LORD your God at the place that 
he will choose: at the Feast of Unleavened Bread, at 
the Feast of Weeks, and at the Feast of Booths. They 
shall not appear before the LORD empty-handed.



(시 133:1, 개역개정)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
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 133:1, 새번역)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Ps 133:1, ESV) [A Song of Ascents. Of David.] Behold, 
how good and pleasant it is when brothers dwell in 
unity!



(삼하 5:1)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
아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과 한 골육입니다.”

(2Sm 5:1) Then all the tribes of Israel came to David at 
Hebron and said, "Behold, we are your bone and flesh.









II. 형제자매의 연합은 보배로운 기름, 헤르몬
의 이슬 같아요(2-3a절).



(시 133:2)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
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Ps 133:2) It is like the precious oil on the head, 
running down on the beard, on the beard of Aaron, 
running down on the collar of his robes!



(출 30:30)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를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워
라.

(Ex 30:30) You shall anoint Aaron and his sons, and 
consecrate them, that they may serve me as priests.



(출 6:7)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Ex 6:7) I will take you to be my people, and I will be 
your God,



(딤전 2:5)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이십
니다.

(1Tm 2:5) For there is one God, and there is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en, the man Christ Jesus,



(롬 8:39)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
을 수 없습니다.

(Rm 8:39) nor height nor depth, nor anything else in 
all creation, will be able to separate us from the love 
of God in Christ Jesus our Lord.



(시 133:3a)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 산에 내림과 같구나.

(Ps 133:3a) It is like the dew of Hermon, which falls on 
the mountains of Zion! 







(신 26:9) 주님께서 우리를 이 곳으로 인도하셔서,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Dt 26:9) And he brought us into this place and gave 
us this land,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롬 8:32)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
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
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Rm 8:32)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us all, how will he not also with him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마 6: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
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Mt 6:8) Do not be like them, for your Father knows 
what you need before you ask him.



III. 우리의 복,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 얻어요(3b).



(시 133:3b)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Ps 133:3b) For there the LORD has commanded the 
blessing, life forevermore.



(요일 5:12)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
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
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1Jn 5:12) Whoever has the Son has life; whoever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life.



(요 17:3)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Jn 17:3) And this is eternal life, that they know you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you have 
sent.



(요 14:6)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
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Jn 14:6) I am the way, and the truth, and the life. No 
one comes to the Father except through me.



(롬 6:23) 죄의 삯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Rm 6:23)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