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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것이 새롭다.
All Things New-Part 5
미래와 희망 “A Future and A Hope”

에레미아 29:11너희를 위한 나의 계획은 내가 알고 있다. 그것은 너희에게 재앙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번영을 주고 너희에게 미
래와 희망을 주려는 계획이다.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to prosper you and not to harm you, plans to give you
hope and a future.” -Jeremiah 29v11
골로세서 1:27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나타난 이 비밀의 풍성한 영광을 자기 백성에게 알리시기를 원하셨는데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희망입니다.
“Christ in you, the hope of glory” -Colossians 1v27
창세기3:15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you and the woman, and between your offspring and hers; he will crush your head,
and you will strike his heel.” - Genesis 3v15
호세아2:15여호와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어 그 곳을 관리하며 지키게 하시고
“I will... make the Valley of Achor (trouble) a door of hope.” -Hosea 2v15
마태복음24:24그리고 우리와 함께 있던 몇 사람도 무덤에 가 보고 여자들이 말한 것이 사실임을 확인했으나 예수님은 보지 못
했습니다.”
“Some of our men went to the tomb and found it empty, as the women had said, but they didn’t see him.” Luke
24v24 GWT
베드로전서 1:3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
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으며
3Praise be to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In his great mercy he has given us new birth in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히브리어10:23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희망을 굳게 붙듭시다.
Let us hold unswervingly to the hope we profess, for he who promised is faithful. -Hebrews 10:23
베드로전서3:15마음에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모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간직한 희망에 대해서 그 이유를 묻는 사람에
게는 언제나 부드럽고 공손하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Always be prepared to give an answer to everyone who asks you to give the reason for the hope that you have. 1
Peter 3v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