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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을 키우다.
Cultivating Hope
강림절 시리즈 Advent Series

에레미야 애가LAMENTATIONS 3:19-24
19.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20.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21. 그러나 마음 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22.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23.”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24.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I remember my affliction and my wandering, the bitterness and the gall. I well remember them, and my soul is
downcast within me. Yet this I call to mind and therefore I have hope: Because of the Lord’s great love we are not
consumed, for his compassions never fail.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your faithfulness. I say to myself,
“The Lord is my portion; therefore I will wait for him.”
빌립보서PHILIPPIANS 4:8
마지막으로, 형제자매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된 것과, 무엇이든지 경건한 것과, 무엇이든지 옳은 것과, 무엇이든 순결한 것과, 무
엇이든 사랑스러운 것과, 무엇이든지 명예로운 것과, 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이면, 이 모든 것을 생각하십시오.
“Finally, brothers and sisters, whatever is true, whatever is noble, whatever is right, whatever is pure, whatever is
lovely, whatever is admirable—if anything is excellent or praiseworthy—think about such things.”
시편PSALM 90:1-2
주님은 대대로 우리의 거처이셨습니다.
산들이 생기기 전에, 땅과 세계가 생기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Lord, through all the generations you have been our home! Before the mountains were born, before you gave birth
to the earth and the world, from beginning to end, you are God.
시편PSALM 73:26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에 든든한 반석이시요,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My flesh and my heart may fail, bu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에레미야 애가LAMENTATIONS 3:25-26
주님께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나 주님을 찾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The Lord is good to those whose hope is in him, to the one who seeks him; 26 it is good to wait quietly for the
salvation of the Lord.”

히브리서HEBREWS 10:37
이제 “아주 조금만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실 것이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이다.
“For in a little while, He who is coming will come and will not del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