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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사랑스런 현존”
“His loving Presence”
강림절 시리즈 Advent Series

요한 1서 1 JOHN 4:7-8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
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Beloved, let us love one another, for love is from God, and whoever loves has been born of God and knows God. 8
Anyone who does not love does not know God, because God is love.

“사랑하는 것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 사랑하면 당신의 마음은 비틀 거리고 아마도 부서 질 수 있습니다. 그대로 유지
하려면 누구에게도 주지 않아야 합니다. 동물도 마찬가지 입니다. 취미와 사치품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십시오. 모두 얽힘을 피하
십시오. 당신의 이기심의 관이나 관에 안전하게 가두십시오. 하지만 그 안에서 관, 안전하고, 어둡고, 움직이지 않고, 공기가 없으
면 바뀔 것입니다. 그것은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될 것이다. 깨지지 않고, 뚫을 수없고, 구할 수 없습니다. 사랑한다는 것
은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C.S.LEWIS-네개의 사랑
“To love at all is to be vulnerable. Love anything and your heart will be wrung and possibly broken. If you want to
make sure of keeping it intact you must give it to no one, not even an animal. Wrap it carefully round with hobbies
and little luxuries; avoid all entanglements. Lock it up safe in the casket or coffin of your selfishness. But in that
casket, safe, dark, motionless, airless, it will change. It will not be broken; it will become unbreakable, impenetrable,
and irredeemable. To love is to be vulnerable.” ―
C.S. Lewis, the Four Loves

요한복음JOHN 3: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17 For God did not send his Son into the world to condemn the world, but to save the world through him.

빌립보서PHILIPPIANS 2:5-8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In your relationships with one another, have the same mindset as Christ Jesus: 6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used to his own advantage; 7 rather, he made himself nothing by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8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death— even death on a cro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