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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국의 사람들 People of the Kingdom

기쁨 Joy

누가복음Luke 2:8-10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 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한 천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And in the same region there were shepherds out in the field,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 by night. 9 And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around them, and they were filled with great fear. 10 And the angel said to them,

“Fear not, for behold, I bring you good news of great joy that will be for all the people.

로마서Romans 5:2-5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아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 속에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Through him we have also obtained access by faith into this grace in which we stand,

and we rejoice in hope of the glory of God. 3 Not only that, but we rejoice in our

sufferings, knowing that suffering produces endurance, 4 and endurance produces

character, and character produces hope, 5 and hope does not put us to shame, because

God’s love has been poured into our hearts through the Holy Spirit who has been given

to us.



요한복음John 16:21-22

여자가 해산할 때에는 근심에 잠긴다. 진통할 때가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를 낳으면,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쁨 때문에, 그 고통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

이와 같이, 지금 너희가 근심에 싸여 있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볼 때에는,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며, 그 기쁨을 너희에게서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다.

When a woman is giving birth, she has sorrow because her hour has come, but when she

has delivered the baby, she no longer remembers the anguish, for joy that a human being

has been born into the world. 22 So also you have sorrow now, but I will see you again,

and your hearts will rejoice, and no one will take your joy from you.

느헤미야Nehemiah 8:10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 힘이 생기는 법이니, 슬퍼하지들 마십시오."

And do not be grieved,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