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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5장 사역 교회를 위한 
 '마태복음과함께하는한해' 
2022년 11월 27일 - 2023년 11월 26일

개정 공동 렉셔너리 A연도의 복음 말씀을 바탕으로 한 이 자료는 설교자와 교육자, 그리고 예배 기획자가 
기독교 연도(또는 교회력) 내내 회중의 활력, 만연한 빈곤, 구조적 인종차별의 주제에 관심을 갖도록 돕습니다. 
이 자료는 A연도(2022-2023) 개정 공동 렉셔너리 속 마태복음, 그리고 만연한 빈곤, 구조적 인종차별, 회중의 
활력을 강조하는 미국장로교의 마태복음 25장에의 초대를 수렴하여 쓰여졌습니다. 또한 평화 증진, 성 정의, 
피조세계 돌봄 사역에 대한 내용도 교차해서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 자료의 기본 구성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마태복음에 대한 간략한 소개 및 이 복음의 렉셔너리 상 기능;
•  평화 증진, 성 정의, 피조세계 돌봄 사역과 연계하여, 마태복음 25장 사역 주제인 빈곤, 인종 차별, 교회의 
활력에 중점을 두고  쓰여진 기독교 연도의 절기별 신학, 사목, 예배에 대한 지침;

•  마태복음 속 공의와 화해에 대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강조하는 설교의 핵심과 음악에 대한 제안 

이 자료 제1부(pcusa.org/matthew25 참조)에 있는 추가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마태복음을 읽는 일곱 가지 방법 [독서 계획]
•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복음서 교독]
•  산상수훈 [성경 교독 및 찬송 축제]
•  열 가지 기적 [성경 교독 및 찬송 축제]
•  매일 기도 중 마태복음 교독 [일일 렉셔너리]
•  마태복음 색인 [부록]

이 활동의 목표는 미국장로교가 전략적으로 우선순위를 둔 사역에 참여하고, 이 사역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이에 헌신하며, 깊은 신앙으로 능동적인 제자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노트
•  아래 독서 구절은 개정 공동 렉셔너리의 지정된 본문입니다; 간략한 요약본은 Call to Worship 예배서
(pcusa.org/calltoworship)에서 발췌했습니다. 

•  대안 복음: 이탤릭체로 된 구절은 대안이 되는(개정 공동 렉셔너리가 아닌) 마태복음 구절입니다. 
•  꺾은 괄호 안에 있는 구절은 마태복음 읽기를 확장하기 위해서 추가되었습니다.]
•  A연도에 마태복음 전체를 읽기 원하는 회중은 이탤릭체로 된 구절과 괄호 안의 구절을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산상 수훈(마태복음 5:1–7:29)과 열 가지 기적(마태복음 8:1–9:34)을 읽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사역 교회를 위한 마태복음과 함께하는 한 해"를 이용하는 방법

이 자료는 1년 동안 마태복음과 미국장로교의 마태복음 25장 비전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교회, 또는 개인이 본 문서에 제공되는 선택 사항들을 모두 다 이용할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필요에 따라 가장 적합하고 도움이 되는 접근법을 
선택해 적용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면, 교회는 산상 수훈 읽기를 인도할 수 있지만, 마태복음 
전체를 다루지 않아도 됩니다. 설교자들은 제공된 설교 시리즈 중 일부를 사용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개인은 반 년 동안 26주 읽기 계획을 사용하고, 나머지 기간에 다른 
계획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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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기원후 70년경, 안디옥이나 남부 갈릴리에서 기록된 것으로 생각되는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 청중을 

대상으로 쓰였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온 “새로운 모세”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구조는 토라의 다섯 권(아래 개요 참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각 부분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일화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의 방문(마태복음 2장), 산상수훈(
마태복음 5~7장), 지상명령(마태복음 28장)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개요 ‡  
서론: 예수님의 족보와 태어나신 과정 — 마태복음 1:1-2:23
제1권:하나님 나라의 선포— 마태복음 3:1~7:29 
 해설: 마태복음 3:1-4:25  .....................사역의 시작 
설교: 마태복음 5:1~7:29  .....................산상수훈
제2권:갈릴리에서의 사역 — 마태복음 8:1~11:1 
해설: 마태복음 8:1-9:34  ......................10가지 기적 
설교: 마태복음 9:35~11:1 ....................열두 제자에게 주신 선교 지침
제3권: 논쟁과 비유 — 마태복음 11:2~13:53 
해설: 마태복음 11:2-12:50  ...................불신과 적대감 
설교: 마태복음 13:1~53  ......................비유 모음
제4권: 열두 사도의 형성— 마태복음 13:54~19:2 
해설: 마태복음 13:54-17:27  .................예루살렘 여행 전 일화 
설교: 마태복음 18:1-19:2  ....................회중을 위한 지침
제5권: 예루살렘까지 — 마태복음 19:3~26:1 
해석: 마태복음 19:3-23:39  ...................여정과 예루살렘에서의 일화 
해설: 마태복음 24:1-25:46  ................... 마지막 일들에 대한 지시
그리스도의 수난— 마태복음 26:1~27:66
그리스도의 부활 — 마태복음 28:1~20

개정 공동 렉셔너리는 엄격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순서가 아닌,  교회력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 교회와 시간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마태복음을 제시합니다. 교회력의 독특한 형태—
전반부는 수많은 축제와 절기를 포함하고 후반부는 "일반 주간"으로 구성—는 마태와 함께 하는 한 해를 두 
부분으로 나누어 접근하는 데 적합합니다. 

(1)  대강절부터 성경강림절까지 상반기에 이 자료는 보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기독교 신앙과 제자도의 
기본을 다루지만 언제나 마태복음 25장의 주제에 주목합니다. 

(2)  올해의 후반부, 삼위일체 주일 (지상명령)부터 A연도 마지막 세 번의 주일 (모두 마태복음 25장), 
왕이신 그리스도 (최후 심판)까지, 이 자료는 더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5장의 주제—만연한 빈곤, 
구조적 인종 차별, 교회의 활력 —에 집중하는데, 이들 주제는 마태복음 전반에 걸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개정 공동 렉셔너리 은 마태복음에서만 본문을 인용하고 있으며 다른 복음서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Gordon W. Lathrop, The Four Gospels on Sunday: The New Testament and the Reform of Christian Worship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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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강절
"대림(Advent)"은 '오다' 또는 '도착'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대강절에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심을 축하하고, 그분이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대강절은 마지막 일(종말)에 대한 강조로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평강의 왕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대림 주간이 진행됨에 따라 초점은 이미 오셨던 
분,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어느 곳, 어떤 시기에는 대림 기간이 6주에서 7주간이기도 했습니다. 개정 공동 렉셔너리은 왕이신 그리스
도/그리스도의 통치를 포함하여 기독교력의 마지막 3주 동안의 대강절 주제를 여전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렉셔너리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설교와 예배 기획자는 대강절이 크리스마스 준비로 가려지기 전에 미리 
시작할 수 있습니다. 
Book of Common Worship (WJK, 2018), p. 163에서 발췌

대강절 시리즈: 하나님의 나라  4주간
마태복음에는 신약성경의 첫 번째 책 전체를 통해 종처럼 울리는 일종의 후렴구가 있습니다. "천국"(ba-
sileia ton ouranon)이라는 구절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시작해 마지막 언급까지 마태복음에 32번 나타
납니다. 
대강절은 교회가 이렇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이 선포하러 오셨고 우리가 대강절에 기다리는 
천국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과연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때를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나라는 세상의 권세와 국가와 어떻게 다릅니까?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한 사람들, 인종차별로 투쟁하는 사회, 쇄신을 갈망하는 교회
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만연한 빈곤을 근절하고, 구조적 인종차별을 해체하며, 교회의 활력을 구축하는 일
을 통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역을 경험하거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본 4주간 시리즈에서 제안하는 설교와 음악은 이러한 주제에 참여하고 기독교 신앙과 마태복음 25장 교회
의 비전에서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을 탐구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2022년 11월 27일 주일  대강절 첫 번째 주일
마태복음 24:36~44  인자가 오시리니,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설교 핵심: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나쁜 소식: 그리스도는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예기치 않은 시간에 오십니다. 대강절 주간이 진행됨에 따라 초점은 
이미 오셨던 분, 즉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뀝니다. 좋은 소식: 심판자이신 그리스도는 또한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갈망합니까? 

추천 찬송:  Come Now, O Prince of Peace GTG 103
 Let All Mortal Flesh Keep Silence  GTG 347
 Keep Your Lamps Trimmed and Burning GTG 350

12월 4일 주일  대강절 두 번째 주일
마태복음 3:1-12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며,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다. 
설교 핵심:  우리가 회개할 때입니다. 요한은 회개하고(돌이켜)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우리를 부릅니다. 빈곤, 인종 차별, 교회의 활력과 관련하여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회개해야 합니까? 정의, 평화, 공의의 하나님의 새로운 나라에 
도래하기 위한 길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습니까? 

추천 찬송:  Wild and Lone the Prophet’s Voice GTG 163
 Freedom Is Coming GTG 359
 For the Troubles and the Sufferings GTG 764

4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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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주일  대강절 세 번째 주일
마태복음 11:[1] 2~11  예수님께서 길을 예비한 사도 요한을 칭찬하시다  
   [12–15]   
설교 핵심:  마침내 그때가 왔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가까이 왔다는 

징조, 즉 병 고침과 새 생명과 가난한 자를 위한 좋은 소식을 설명하십니다. 
인종 차별, 교회의 활력 및 빈곤과 관련하여 하나님 나라의 징후를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추천 찬송: While We Are Waiting, Come GTG 92
 Awake! Awake, and Greet the New Morn GTG 107
 Heaven Shall Not Wait GTG 773

12월 18일 주일  대강절 네 번째 주일
마태복음 1:18-25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고, 천사가 요셉을 만나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설교 핵심: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시며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께서는 

교회의 활력을 구축하고 구조적 인종 차별주의를 해체하며 만연한 빈곤을 
근절하는 데 어떤 변화를 만드십니까? 이러한 우려에 응답함으로써 교회는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 정의] 하나님의 약속은 젊은 여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추천 찬송: Love Has Come GTG 110
 O Little Town of Bethlehem GTG 120
 He Came Down GTG 137

모든 찬송가, 시편, 영가의 출처는 Glory to God: The Presbyterian Hymnal  (웨스트민스터 잔낙스 
프레스, 2003)입니다. 
아이디어를 더 얻고자 한다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ook of Common Worship (웨스트민스터 
잔낙스 프레스, 2018), Call to Worship: Liturgy, Music, Preaching, and the Art (pcusa.org/
calltoworship):

Book of Common Worship에는 예배 시작 문구, 일일 기도문, 대강절 촛불 점화 문구, 대강절 
예식, 세례 감사 기도문, 참회문,(3), 조명을 위한 기도, 성경 봉독 응답 (3), 찬미송, 중보기도(4), 
헌금 시간(3), 성만찬 초청 문구, 성만찬(2), 성만찬 후의 기도 (3), 성만찬 기도문, 축도(3), 라 포사다 
성경공부 및 찬양이 포함되어 있다; 163-186 페이지 참조.
Call to Worship 56.1 (A 연도, 2022-2023)에는 예배 시작 문구, 참회문, 세례 감사기도문, 조명을 
위한 기도, 성경봉독 후의 응답, 찬미송, 신앙고백, 헌금송, 성만찬 기도, 축도, 촛불 예식 문구, 절기 
찬양, 어린이 찬양대 찬양, 청소년 성가대 찬양, 피아노 음악, 성가 독창, 매일 찬양, 시편 찬양, 오르간 
찬양, 장년 성가대 찬양, 핸드벨 찬양, 시각 미술 자료에 대한 조언들이 포함되어 있다; 14-27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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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절
"크리스마스"(Christ-mass에서 유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탄생을 교회가 기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탄생과 성탄절 내내 우리는 때가 차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인 이 복음을 선포합니다.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주, 메시아, 주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의 빛, 곧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빛을 증거합니다. 
부활절이 그러하듯이, 크리스마스는 단 하루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력 상에서 기념을 하면서 
보내는 시기를 지칭합니다. 성탄절은 주님의 탄생(12월 25일)과 주님 공현(1월 6일) 사이의 12일의 
기간입니다. 전통적으로 크리스마스의 첫 번째 예배는 주님의 탄생 전야에 거행됩니다. 해에 따라 한 번 
또는 두 번의 주일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속합니다. 이 주일에 우리는 임마누엘의 놀라운 선물,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계속 기뻐합니다.
Book of Common Worship(WJK, 2018), p. 187에서 발췌

크리스마스의 개정 공동 렉셔너리 봉독 중 몇 부분은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집중하고자 하는 교회를 위해 주님의 탄생(성탄절)을 제외하고 대체 독서를 제공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초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3주간(12일)
마태복음은 마리아에게서 태어난 아기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발표로 
시작됩니다(마태복음 1:23). 그리고 그것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마태복음 
28:20)라는 예수님의 약속으로 끝납니다. 이 책에서 마태는 예수님의 탄생, 삶, 죽음, 부활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화를 나눕니다. 
성탄절은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경이와 신비, 즉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우리 가운데 육신이 되신 
하나님 말씀의 선물에 거하는 시간입니다. 만연한 빈곤, 구조적 인종차별, 교회의 활력에 대한 우려는 
많은 예배자들의 마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이 시기의 축제다운 성격과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항상 존재하는 투쟁입니다. 
이 자료의 설교와 음악에 대한 제안은 대강절 넷째 주에 중단한 부분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 “임마누엘”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선물을 축하합니다. 대강절에 제공된 아이디어와 비교할 때 이 기간은 
빈곤, 인종 차별 및 활력 문제를 덜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마태복음과 함께하는 한 
해에 필수적이며 공의, 정의, 평화라는 교회의 사명에 중요한 신학적 기초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12월 24일, 토요일   성탄 전야
누가복음 2:1-14 (15-20)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다.
대체 복음: 마태복음 1:1-17  아브라함에서 다윗을 거쳐 요셉에 이르는 예수님의 가계도
설교 핵심:  마태복음은 아브라함에서 다윗, 바빌론, 메시아에 이르기까지 42대에 걸친 

예수님의 가계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 참으로 모든 역사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모든 
사람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누가복음 2:10)입니다.

 [평화 증진] 메시아의 오심은 이 땅에 평화를 예고합니다. 
추천 찬송:  O Come, O Come, Emmanuel GTG 88
 Hark! The Herald Angels Sing GTG 119, 127
 Once in Royal David’s City GTG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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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25일, 주일  주님의 탄생
누가복음 2:(1-7) 8–20  이 날 당신을 위해 구세주, 메시아, 주님께서 나셨다  
요한복음 1:1~14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설교 핵심: 12월 24일 크리스마스이브 참조. 
추천 찬송:  O Come, O Come, Emmanuel GTG 88
 Hark! The Herald Angels Sing GTG 119, 127
 Once in Royal David’s City GTG 140

2023년 1월 1일 주일  크리스마스 첫 번째 주일
마태복음 2:13~23  요셉과 마리아이 헤롯의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피신하다.
설교 핵심:  마태복음은 마리아, 요셉, 예수를 정치적 난민으로 간주하고 그들의 일화를 

집단 학살 행위의 맥락에 두는 점에서 독특합니다. 이것은 주현절의 메시지(
마태복음 2:1-12)와 완전히 대조됩니다. 즉, 예수는 모든 나라의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평화 증진] 제국의 폭력 속에 평화의 왕자가 탄생합니다. 
추천 찬송: In Bethlehem a Newborn Boy GTG 153
 Jesus Entered Egypt GTG 154
 Where Armies Scourge the Countryside GTG 344 
교회는 2023년 금요일에 열리는 주현절을 위한 별도의 예배를 가질 가능성이 작기 때문에, 예배 기획자는 
1월 1일에 아래의 독서 및 제안 사항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월 6일  주현절
마태복음 2:1-12  별을 따라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선물을 가져오다.
설교 핵심: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이 진리를 보여줍니다. 
유다 땅 저 너머에서 온 현명한 여행자들이 갓 태어난 왕을 숭배하기 위해 
찾아온 일화입니다.

 [피조세계 돌봄] 예수님의 탄생은 온 땅에 기쁜 소식입니다. 
추천 찬송: On This Day, Earth Shall Ring GTG 141
 ’Twas in the Moon of Wintertime GTG 142
 What Star Is This GTG 152

모든 찬송가, 시편, 영가의 출처는 Glory to God: The Presbyterian Hymnal  (웨스트민스터 잔낙스 
프레스, 2003)입니다. 
아이디어를 더 얻고자 한다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ook of Common Worship(웨스트민스터 잔낙스 
프레스, 2018), Call to Worship:Liturgy, Music, Preaching, and the Art(pcusa.org/calltoworship):

Book of Common Worship는 예배 개회 기도문, 오늘의 기도, 경배의 기도, 크리스마스 예식, 세례 
감사 기도문, 참회문(3), 조명을 위한 기도, 성경 봉독 응답(3), 찬양의 기도, 중보기도(3), 헌금 시간(3), 
성찬으로의 초대, 성만찬(2), 성찬식 기도(3), 성만찬 기도문, 축도 (3), 그리고  가정의 축복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87~210페이지 참조.
Call to Worship 56.1 (A 연도 2022–2023)에는 예배 개회 기도문, 고백과 사면, 세례에 대한 감사, 
조명을 위한 기도, 교독문, 감사 찬양, 신앙 고백, 헌금 시간, 성찬식 기도, 축도, 촛불 기도, 크리스마스 
찬송, 어린이 성가대 찬양, 청소년 성가대 찬양, 피아노 음악, 성악 독창, 오늘의 찬송, 시편 찬양, 
오르간 음악, 성인 성가대 찬양, 핸드벨 음악과 시각예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8~43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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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절 이후 시간

주현절 이후의 주일을 '일반 주간'이라고 합니다. 보통이거나 일상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기본 리듬이 "
순서대로" 주일을 따르는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매주 주일은 그 주의 첫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며,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고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한 신비입니다. 이러한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과 관련된 축제와 함께 
묶어 생각합니다. 주님의 세례와 주님의 변모; 복음서에 따르면, 이러한 사건마다 하늘의 음성이 예수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주장합니다. 주현절 이후의 개정 공동 렉셔너리 독서는 기독교 성소, 
제자도, 공동체의 주제를 강조합니다. 
Book of Common Worship에서 발췌 (WJK, 2018), p.211

겨울 시리즈: 제자도 ......  7주간
첫 번째는 요단강에서 발생합니다: 예수께서 세례의 물에서 일어나시며 갑자기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오며 하나님의 음성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마태복음 3:16~17). 그때에 높은 산에서 일어나는데 예수께서 찬란한 영광 중에 나타나 모세와 엘리야와 
말씀하시니 홀연히 광명한 구름이 그들을 덮고 같은 음성이 들려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마태복음 17:2-5).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이 극적인 사건들, 즉 세례와 변모를 배경으로 하는 주현절 이후의 시간은 
우리가 누구이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해 숙고하도록 도전합니다. 
팔복은 이 주간의 중심에서 발견되며 기독교 제자도의 핵심을 반영합니다. 이는 또한 빈곤, 인종차별, 
교회의 활력이라는 주제에 대해 들려줄 많은 말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 7주 시리즈의 설교와 음악에 대한 제안들은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제자도의 삶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세례를 통해서 주어지는 정체성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데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 
우리의 사명 목표인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삶과 세상을 향해 꾸준히 나아갑니다. 

1월 8일, 주일  주님의 세례
마태복음 3:13~17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내려오시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아들이다.
설교 핵심:   제자도는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각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와 함께 

시작되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불리워지시며, 
성령의 은사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는 
예수 이름으로 제자가 되는 평생 여정의 시작입니다. 

 [피조세계 돌봄] 예수님의 정체성은 지역의 강물 속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추천 찬송:  Sing of God Made Manifest GTG 156 
 Down Galilee’s Slow Roadways GTG 164
 Wonder of Wonders, Here Revealed GTG 489

1월 15일, 주일  주현절 두 번째 주일
요한복음 1:29~42  요한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다.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시다. 
대체 복음: 마태복음 14:1~12  세례자 요한이 헤롯왕에 의해 참수되다.
설교 핵심:   예수님의 제자로서 감내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습니다. 그는 나중에 헤롯에게 도전했다는 이유로 
참수되었습니다(마태복음 14장). 안드레와 시몬(베드로)은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습니다(요한복음 1장). 초대 교회 전통에 따라 두 제자 모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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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찬송: Take Up Your Cross, the Savior Said GTG 718
 Rejoice in God’s Saints GTG 732
 Precious Lord, Take My Hand GTG 834 
1월 22일, 주일  주현절 세 번째 주일
마태복음 4:12~23 [24~25]  예수께서 네 제자를 부르시다: 나를 따르라. 그러면 사람들을 낚을 것이다.
설교 핵심:  어떻게 사람을 낚을 수 있습니까? 때때로 제자도는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

마태복음 4:18)과 같습니다. 즉, 새로운 형태의 사역에 손을 뻗는 것입니다. 
다른 때에는 그것이 “우리의 그물을 손질하는 것”(마태복음 4:21)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즉, 우리의 봉사를 지속하는 관계와 지역 사회를 돌보는 
것입니다. 

추천 찬송:  You Walk Along Our Shoreline GTG 170
 Jesus Calls Us GTG 720
 From the Nets of Our Labor GTG 751 

1월 29일, 주일  주현절 네 번째 주일
마태복음 5:1~12  예수님은 팔복으로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다
핵심 교훈: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팔복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창세기 12:1~3)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기 위해서 축복을 받는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삶을 향해 세례를 
받은 기독교 제자들에게 적합한 소명입니다.  

 [평화 증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립니다. 
추천 찬송:  When the Lord Redeems the Very Least GTG 852
 For the Healing of the Nations GTG 346
 Make Me a Channel of Your Peace GTG 753 

2월 5일, 주일  주현절 다섯 번째 주일
마태복음 5:13-20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소금과 빛이다.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설교 핵심:  제자를 어떻게 알아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소금과 같이 세상을 선하게 

맛을 냄과 같이 빛과 같이 모든 사람이 보게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율법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다른 사람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시편 34:8).

추천 찬송:  Take Us As We Are, O God GTG 312
 Here in This Place  GTG 401
 Taste and See GTG 520

2월 12일, 주일  주현절 여섯 번째 주일
마태복음 5:21-37  예수님이 살인과 간음과 서원에 관한 법을 해석하시다.
설교 핵심:  하나님 율법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거울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대조되는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율법은 울타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악으로부터 제지하고 사회의 질서를 유지합니다. 
그리스도인 제자들에게 율법은 또한 우리를 신실한 삶으로 인도하는 
표징입니다.

 [성 정의]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에서 정의와 존중을 요구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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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찬송: I Long for Your Commandments  GTG 64
 Where Charity and Love Prevail GTG 316
 Before I Take the Body of My Lord GTG 428

2월 19일, 주일  산상변모주일
마태복음 17:1~9 [10~23]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높은 산에서 변모되시다. 
설교 핵심: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변모하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지도자 이레네우스는 “완전히 살아 있는 인간”에게서 그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의 부르심에 따라 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는 것입니다.

추천 찬송: Swiftly Pass the Clouds of Glory GTG 190
 Lord, the Light of Your Love Is Shining GTG 192
 Jesus, Take Us to the Mountain GTG 193

모든 찬송가, 시편, 영가의 출처는 Glory to God: The Presbyterian Hymnal   (웨스트민스터 잔낙스 
프레스, 2003)입니다. 
아이디어를 더 얻고자 한다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ook of Common Worship (웨스트민스터 
잔낙스 프레스, 2018), Call to Worship: Liturgy, Music, Preaching, and the Art (pcusa.org/
calltoworship):

Book of Common Worship는 예배 개회 기도문, 오늘의 기도, 주님의 세례를 위한 예식, 주님의 
변모를 위한 기도, 세례 감사 기도문, 참회문(2), 조명을 위한 기도(2), 성경 봉독 응답(2), 중보기도(2), 
성만찬 (3), 성만찬 후의 기도(2), 감사의 기도(2)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11~232페이지 참조.
Call to Worship 56.1 (2022~2023, A해)에는 예배 개회 기도문 ,참회문, 세례에 대한 감사, 조명을 
위한 기도, 성경 봉독 응답, 감사 찬양, 신앙 고백, 헌금, 성만찬 후의 기도, 축도, 절기별 찬양, 어린이 
성가대 찬양, 청소년 성가대 찬양, 피아노 음악, 성악 독창, 오늘의 찬송가, 시편과 칸티클 선정, 성인 
성가대 찬양, 핸드벨 음악, 시각 예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4~61페이지 참조

사순절
"사순절"은 봄을 뜻하는 오래된 영어 단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아마도 북반구에서 이 시기에 낮이 길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사순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도와 
영적 훈련과 자기 성찰을 통한 믿음의 성장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고대 기독교 관습에서 사순절은 
부활절 세례식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세례 또는 입교 후보자, 그리고 신앙 공동체 
전체가 세례의 제자 정신이라는 주제에 대해 깊이 숙고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양육해야 할 때입니다. 
화해는 사순절의 핵심 주제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과의 화해, 그리고 서로 간의 
화해입니다. 
사순절은 창세기의 홍수, 모세의 시내산 체류, 엘리야의 호렙산 여행, 요나가 니느웨로의 회개 외침, 
예수님의 광야 시험과 같은 사십 일의 기간입니다. 모든 주일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사순절의 주일은 40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순절은 재의 수요일로 시작하여 부활절 전야가 시작되는 성 
토요일 일몰에 끝납니다. 
Book of Common Worship에서 발췌 (WJK, 2018), p.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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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공동 렉셔너리은 A 연도 사순절에 일련의 요한복음 독서를 특징으로 합니다. 이것들은 기독교 교리 
교육에서 중요한 텍스트들입니다. 마태복음에 집중하고자 하는 교회를 위해 대체적인 독서가 제공됩니다.  

사순절 시리즈: 죽음의 부르심을 받음  6주간(40일과 주일 추가)
예수님의 여정은 예루살렘으로 이어지며, 제자들에게 자신의 다가오는 죽음과 부활에 대해 세 번 
말씀하십니다(마태복음 16:21-23; 17:22-23; 20:17-19). 당연히 그들은 이 소식에 크게 당황합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스승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운명이 구세주이자 주님의 운명과 관련되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충실한 제자가 되려면 우리도 믿음의 결과에 직면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처럼,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마태복음 16:25). 이것이 
우리 사순절 여정의 본질이며 복음의 깊고 값비싼 소명입니다. 
사순절 40일은 이 역설을 숙고하고 이러한 질문과 힘겹게 싸우는 기회입니다.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서로 화해하기 위해 우리가 고백하고 애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6주간 시리즈의 설교와 음악 제안은 신앙 공동체와 개별 신자로서 우리 역시 어떻게 죄와 악, 권력과 
특권, 지위와 안전, 거짓 우상과 두려움에 대해 죽도록 부름받는지에 대해 생각하도록 초대합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죽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비전에 따라 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월 22일, 수요일  재의 수요일
마태복음 6:1-6, [7-17]  금식과 기도를 자랑하지 말아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16-21 [22-23].  
설교 핵심: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상 수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태복음 6:21). 
사순절은 우리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고 죄와 악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나는 신앙의 핵심으로 돌아가라는 초대입니다. 

추천 찬송: Son of God, Whose Heart Is Peace GTG 425
 Search Me, O God GTG 426
 Jesus Knows the Inmost Heart GTG 427 

2월 26일, 주일  사순 첫 번째 주일 
마태복음 4:1-11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을 보내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다.
설교 핵심:  예수님은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과 함께하는 올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섭리를 
부인하고(만연한 빈곤), 권력과 특권에 의존하고(구조적 인종 차별주의), 
하나님 이외의 것을 숭배하도록(교회의 활력) 유혹받습니까? 

추천 찬송: Lord, Who Throughout These Forty Days GTG 166
 Seek Ye First GTG 175
 When We Are Tested GTG 783

3월 5일, 주일  사순절 두 번째 주일
요한복음 3:1~17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대체 복음:마태복음 12:38-50  요나의 표적 내 어머니는 누구인가? 누가 내 형제들인가?
설교 핵심:  [인종차별주의] 예수님은 장자권과 가족에 대한 충성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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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하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니고데모(요한복음 3장)나 군중(마태복음 
12장)과의 대화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관계를 설명하십니다. 
이는 구조적 인종차별주의를 해체하는 것에 대해 무엇을 시사합니까? 

추천 찬송: Wash, O God, Your Sons and Daughters GTG 490
 Now There Is No Male or Female GTG 493
 O God, We Bear the Imprint GTG 759

3월12일,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요한복음 4:5-42  예수님이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다.
대체 복음:마태복음 19: [1~15]  부자 청년;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 
   16-30
설교 핵심:  [빈곤] 아이러니하게도 부자 청년 관원은 예수님께 “나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묻습니다. (마태복음 19:20). 물론 문제는 그가 너무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것입니다. 넘쳐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요한복음 4:14)

추천 찬송: Take My Life GTG 697
 I’m Gonna Live So God Can Use Me GTG 700
 When the Poor Ones GTG 762

3월 19일, 주일  사순절 네 번째 주일
요한복음 9:1~41  예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고치시다. 바리새인들은 그에게 죄에 
대해 질문하다.
대체 복음: 마태복음 20:17~34  세베대의 아들들. 두 맹인을 고치시다.
설교 핵심:  [교회의 활력] 누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고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복음서의 각각의 일화에서 맹인으로 치부된 사람들은 더 많은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 밖의 사람들에 대해 어떤 
가정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지 
못하였습니까?

추천 찬송: Be Thou My Vision GTG 450
 Open My Eyes, That I May See GTG 451
 Open the Eyes of My Heart, Lord GTG 452

3월 26일, 주일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 
요한복음 11:1-45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다.
대체 복음: 마태복음 26:1~13  한 여자가 예수께 기름을 붓다.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논쟁이 일다.
설교 핵심:  베다니에서의 기름 부음(마태복음 26장)과 나사로의 부활(요한복음 11장)

은 우리가 성주간에 기념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믿음의 위대한 신비를 
강력하게 예시합니다. 가난, 인종차별, 교회의 활력에 대한 교회의 일은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합니까? 

 [성 정의] 예수님은 좋은 소식에 대한 한 여성의 증언을 칭찬하십니다. 
추천 찬송: A Prophet-Woman Broke a Jar GTG 201
 God Weeps with Us Who Weep and Mourn GTG 787
 Why Has God Forsaken Me GTG 809 

4월 2일, 주일  종려주일/수난주일(사순절 여섯 번째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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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1:1-11  예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다. 사람들이 외친다: 호산나!
마태복음 26:14-27:66  유월절 식사 후, 예수께서 배반당하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설교 핵심:  종려주일/수난주일에는 성경 자체가 많은 내용을 담고 있고 그 길이도 꽤 

깁니다. 사순절의 아이러니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에서 절정에 달합니다. 
죽으라는 부르심은 겟세마네와 골고다로 이어집니다. 짧은 강론이 있다면 그 
점을 연결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평화 증진] 예수님은 정복하는 왕이라는 기존의 생각을 뒤엎었습니다. 

추천 찬송:  All Glory, Laud, and Honor GTG 196
 Hosanna, Loud Hosanna GTG 197
 Filled with Excitement GTG 199
 O Sacred Head, Now Wounded GTG 221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GTG 223, 224 
 Were You There GTG 228

모든 찬송가, 시편, 영가의 출처는 Glory to God: The Presbyterian Hymnal   (웨스트민스터 잔낙스 
프레스, 2003)입니다. 
아이디어를 더 얻고자 한다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ook of Common Worship (웨스트민스터 
잔낙스 프레스, 2018), Call to Worship: Liturgy, Music, Preaching, and the Art (pcusa.org/
calltoworship):

Book of Common Worship는 예배 개회 기도문, 오늘의 기도, 사순절 예식 (2), 세례 감사 기도문, 
참회문 (3), 조명을 위한 기도, 성경 봉독 응답(3), 찬양의 기도 (3), 중보기도(4), 헌금(3), 성찬으로의 
초대, 성만찬 기도(3), 성만찬 후 기도(3), 성만찬 기도, 축도(3), 그리고  재의 수요일과 종려주일/
수난주일 예배 전체 순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33~271 페이지 참조.
Call to Worship 56.1 (2022~2023, A해)에는 예배 개회 기도문, 참회문, 세례에 대한 감사, 조명을 
위한 기도, 성경 봉독 응답, 찬양의 기도, 신앙 고백, 봉헌 기도, 성만찬 후의 기도, 축도, 절기 찬양, 
어린이 성가대 찬양, 청소년 성가대 찬양, 피아노 음악, 성악 독창, 오늘의 찬송, 시편 및 찬송가 선정, 
오르간 음악, 성인 성가대 찬양, 핸드벨 음악, 시각 예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87페이지 참조

 "삼 일"

"삼 일" 간의 예배는 세 개의 막으로 된 하나의 극적인 일화를 선포합니다. 성목요일, 성금요일, 부활절 
대성야의 행사는 3일 동안 진행되는 하나의 예배로 가장 잘 이해됩니다. 기독교 한 해의 중심에 있는 이 
심오하고 변화시키는 경험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거룩한 신비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사랑의 위대한 일화에 잠기게 됩니다. 
Book of Common Worship에서 발췌 (WJK, 2018), p.233

개정 공동 렉셔너리은 요한복음의 말씀을 강조합니다.

 "삼 일"의 초점: 복음의 중심   3 일
"삼 일"(세족 목요일, 성금요일, 부활 전야)은 교회가 복음의 핵심을 성찰하고 우리 신앙의 신비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연례 기회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에 비추어 여기서 제안된 설교와 음악은 마태복음 25장에서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는 구원의 역사에 관한 위대한 이야기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내어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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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사랑의 거룩한 신비로, 만연한 빈곤을 근절하고, 구조적 인종 차별주의를 해체하며, 교회의 활력을 
구축하는 일에 사역의 역점을 두는 것입니다.  

4월 6일, 목요일  세족 목요일
요한복음 13:1~17, 31b~35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새 계명을 주시다.
설교 핵심:   세족 목요일은 계명(mandatum)을 뜻하는 라틴어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부르심을 나타냅니다. 
빈곤, 인종 차별주의, 교회의 활력에 관한 교회의 사역은, 어떻게 사랑하고 
섬기라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됩니까? 

추천 찬송:  An Upper Room Did Our Lord Prepare GTG 202
 Jesu, Jesu, Fill Us with Your Love GTG 203
 Sharing Paschal Bread and Wine GTG 207

4월 7일, 금요일  성금요일
요한복음 18:1-19:42  예수님이 체포되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시다.
설교 핵심:  성금요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선포하기 때문에 “좋은”이라고 불립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 위대한 
사랑으로 세상을 껴안기 위해 손을 내미십니다. 교회의 활력, 인종차별, 빈곤에 
대한 교회의 사역이 어떻게 이러한 사랑의 표시가 될 수 있습니까? 

 [피조세계 돌봄] 예수님의 뻗은 팔이 상처받은 세상을 감싸 안습니다. 
추천 찬송:  They Crucified My Lord GTG 219
 Rejected and Despised GTG 222
 There in God’s Garden GTG 226

4월 8일, 토요일  부활 전야 
요한복음 20:1~18  부활하신 주님이 빈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다.
설교 핵심:  부활절 전야는 사순절과 부활, 죽음과 삶의 문턱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의 
여명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 속 인종 차별, 
빈곤, 교회의 활력에 대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십니까? 

 [성 정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여성입니다. 
추천 찬송: Joyful Is the Dark GTG 230
 Christ Has Risen While Earth Slumbers GTG 231
 Lift High the Cross GTG 826 

모든 찬송가, 시편, 영가의 출처는 Glory to God: The Presbyterian Hymnal   (웨스트민스터 잔낙스 
프레스, 2003)입니다. 
아이디어를 더 얻고자 한다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ook of Common Worship(웨스트민스터 
잔낙스 프레스, 2018), Call to Worship: Liturgy, Music, Preaching, and the Art (pcusa.org/
calltoworship):

Book of Common Worship는 세족 목요일, 성금요일, 부활절 대성야의 전체 예배 순서, 십자가의 
성금요일 종결 예배, 부활절 선언문에 대한 추가 문장, 그리고 일곱 가지 마지막 말씀과 테네브라에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272~315 페이지 참조.
Call to Worship 56.1(2022-2023, A해)에는 예배 개회 기도문, 참회문, 세례 감사 기도문, 조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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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도, 성경 봉독 응답, , 찬양의 기도, 신앙 확인, 헌금, 성만찬 후 기도, 축도, 절기별 찬송가, 
어린이 성가대 찬양, 청소년 성가대 찬양, 피아노 음악, 성악 독창, 오늘의 찬송가, 시편 찬양, 오르간 
음악, 성인 성가대 찬양, 핸드벨 음악 및 시각 예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4~98 페이지 참조.

부활절 시기

"이스터(Easter)"는 새벽과 빛과 관련된 오래된 영어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부활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으로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을 보기 위해 부활의 빛 속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성례전을 
통해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면서 그의 교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와 권능을 경축합니다. 
우리는 "주님이시자 생명을 주신 분"인 성령의 은사 속에 기뻐합니다. 가장 완전한 의미로 부활절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산”(로마서 6:11) 새로운 방식의 삶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세례성사를 거행하기에 특히 적절한 시기입니다. 
크리스마스와 함께 부활절은 단 하루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해에서 기념을 하는 시기를 
지칭합니다. 부활절 시기는 주님의 부활과 성령강림절 사이의 50일이며 주님의 승천을 포함합니다. 
전통적으로 부활절의 첫 번째 예배는 부활 대축일과 함께 주님의 부활 전야에 거행됩니다. 부활절 기간의 7
주간은 "7이 일곱번 반복되는 주간"(칠 곱하기 칠), 즉 하나님의 은혜의 가득함과 풍성함을 상징하는 시간을 
구성합니다. 고대 관습에서는 부활절 기간 금식과 무릎 꿇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가장 기쁜 시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우리 신앙의 위대한 신비를 기념합니다. 
Book of Common Worship에서 발췌 (WJK, 2018), p.316 

A 연중 개정 공동 렉셔너리 독서는 마태에서 누가와 요한으로 또 다른 우회로를 택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기독교인의 세례 후 신앙 형성에 대해 중요한 텍스트들입니다. 마태복음에 집중하고자 하는 교회를 위해 
대체적인 독서가 제공됩니다.  

부활절 시리즈: 부름으로 살다  8주간 (50일)
"... 영생으로" (마태복음 25:46). 이는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말씀이며, 모세의 다섯 권의 책을 틀로 

한 마태복음의 다섯 번째 “책”을 마무리합니다. 신명기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모세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처럼,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의 일화는 예수님을 “가장 작은 자” 가운데 알아보는 사람들을 위한 예수님의 
축복으로 종결됩니다. 

부활절 50일 동안 교회는 부활의 의미를 되새기며 다시금 체험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와 사랑받는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리스도의 초대를 
경축합니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찾습니다. 특히 굶주리고 목마른 사람, 
나그네 된 사람이나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이나 감옥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그렇습니다.  

이 8주 시리즈의 설교와 음악 제안은 모두 질문을 중심으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과 
성령강림절 사이의 6주 동안 교회의 활력, 만연한 빈곤 및 구조적 인종차별과 관련된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부활 시기의 맥락에서 마태복음 25장 주제에 대한 더 깊은 성찰과 행동을 고무하기 위해 
제공됩니다. 
 
4월 9일, 주일  주님의 부활
마태복음 28:1-10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을 발견하다;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다.
설교 핵심: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기쁜 선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새로운 
삶의 방식,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새로운 방향에 대한 우리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성 정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은 여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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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찬송: Jesus Christ Is Risen Today GTG 232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GTG 246
 Christ Has Arisen, Alleluia GTG 251

4월 16일, 주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
요한복음 20:19~31  예수님이 성령을 나누시다; 일주일 후 예수님이 토마스에게 나타나시다.
대체 복음: 마태복음 15:29~39  예수님이 무리를 고치시고 무리를 먹이시다.
설교 핵심:  [교회의 활력] 활력이 있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제1부) 요한복음 20

장은 생명력이 성령의 역사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용서와 신뢰를 포함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은 활력이 치유의 사역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는 사역을 의미한다고 시사합니다. 

추천 찬송:  Alleluia! Christ Is Arisen GTG 253
 These Things Did Thomas Count as Real GTG 256
 The Risen Christ GTG 257

4월 23일, 주일  부활절 세 번째 주일 
누가복음 24:13~35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다.
대체 복음: 마태복음 16:1~12  서기관들이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다.  
설교 핵심:  [교회의 활력] 활력 있는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2부) 누가복음 24

장은 생명력이 나그네들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활동을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마태복음 16장은 회개, 죽음, 부활에 대한 
부르심인 “요나의 표적”을 고려하도록 우리를 초대합니다. 

 [피조세계 돌봄] 피조물의 신음 속에 시대의 표징이 드러납니다.
추천 찬송: Day of Arising GTG 252 
 Hallelujah! We Sing Your Praises GTG 538
 You Are Holy, You Are Whole GTG 596

4월 30일, 주일  부활절 네 번째 주일 
요한복음 10:1~10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나는 양들을 위한 문이다.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 구원을 
받으라.
대체 복음: 마태복음 18:1~14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목자와 양의 비유
설교 핵심:  [빈곤] 풍요로운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제1부) 요한복음 10장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도적과 강도가 아닌 양치기의 음성을 신뢰하라는 의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천국의 삶에 대해서 모든 사람을 환영하고 
걸림돌을 제거하고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과 관련하여 이야기합니다. 

추천 찬송: Savior, Like a Shepherd Lead Us GTG 187 
 Shepherd Me, O God GTG 473
 My Shepherd Will Supply My Need GTG 803

5월 7일, 주일  부활절 다섯 번째 주일 
요한복음 14:1~14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그분은 우리 처소를 예비하신다.
대체 복음: 마태복음 12:1~21  안식일 논쟁에 대한 갈등: 안식일에 제자들이 곡식을 따고 예수님이 사람의 
손을 고치다.
설교 핵심:  [빈곤] 풍요로운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2부) 요한복음 14장은 하나님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고,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고 계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은 예수께서 인간의 번영, 즉 먹이고, 치유하고,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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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섬기기 위해 어떻게 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추천 찬송:  Here, O Lord, Your Servants Gather GTG 311
 This Is My Father’s World GTG 370
 Lord, Prepare Me GTG 701
5월 14일, 주일  부활절 여섯 번째 주일 
요한복음 14:15~21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너희 안에 거하실 성령을 보내시리라. 
대체 복음: 마태복음 21:12~22  예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다.
설교 핵심:  [인종 차별] 우리는 어디에서 사랑을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까? (1부) 요한복음 

14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과 형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새 
계명을 강조합니다. 마태복음 21장은 사랑의 실천이 부패를 뿌리 뽑고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추천 찬송:  We Are One in the Spirit GTG 300
 Lord, I Want to Be a Christian GTG 729 
 Somos el Cuerpo de Cristo GTG 768

5월 18일, 목요일  주님 승천
누가복음 24:44~53  예수님이 성경을 해석하시고 그런 다음 승천하시다.
대체 복음: 마태복음 24:1~35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징조.
설교 핵심: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스도의 승천 일화는 때때로 그분의 

부재로 오해됩니다. 요점은 그리스도께서 주권자이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부활절에 우리는 세상에서 사역하는 교회와 
함께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임재를 기념합니다. 

추천 찬송:  Jesus Shall Reign Where’er the Sun GTG 265
 He Is King of Kings GTG 273
 You, Lord, Are Both Lamb and Shepherd GTG 274

5월 21일, 주일  부활절 일곱 번째 주일 
요한복음 17:1~11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다.
대안 복음: 마태복음 22:23~33  결혼과 부활에 대한 질문.
설교 핵심:  [인종차별주의] 우리는 사랑의 행동은 어디에서 보나요? (제2부)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이 어떻게 교회에 화목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명을 
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2장은 “부활 때에” 이전의 관계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될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성 정의]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의 관계는 변화됩니다. 
추천 찬송:  Glory to God GTG 585
 The Church’s One Foundation GTG 321
 In My Life GTG 468

5월 28일, 주일  성령강림절(부활 여덟 번째 주일)
요한복음 20:19 - 23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다. 
또는 요한복음 7:37-39  예수님은 성령을 약속하시다: 믿는 자의 마음에서 나오는 생수.  
대체 복음: 마태복음 12:22- 37  예수님이 악마를 쫓아내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행하시다.
설교 핵심:  성령 안에 살고 계십니까? 만연한 빈곤 퇴치, 구조적 인종차별 철폐, 교회의 

활력 구축을 위한 교회의 증거와 사역은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복음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를 소유하시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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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조물에 대한 돌봄] 성령의 은사는 세상을 새롭게 합니다. 
추천 찬송:  Come, O Holy Spirit, Come GTG 283
 Gracious Spirit, Heed Our Pleading GTG 287
 As the Wind Song GTG 292
모든 찬송가, 시편, 영가의 출처는 Glory to God: The Presbyterian Hymnal   (웨스트민스터 잔낙스 
프레스, 2003)입니다. 
아이디어를 더 얻고자 한다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ook of Common Worship (웨스트민스터 
잔낙스 프레스, 2018), Call to Worship: Liturgy, Music, Preaching, and the Art (pcusa.org/
calltoworship):

Book of Common Worship는 예배 개회 기도문, 오늘의 기도, 경배 기도(2), 부활절 예식(2), 주님 
승천 예식, 성령강림절 예식(2) 세례 감사기도(2), 참회문(5), 조명을 위한 기도(3), 성경 봉독 응답(5), 
찬양 기도(3), 중보기도(5), 헌금(3), 성찬에 초대, 성만찬( 4), 성만찬 후의 기도(5), 성만찬 기도문(3), 
축도(3)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16~351 페이지 참조.
Call to Worship 56.1(2022~2023, A해)에는 예배 개회 기도문, 고백 및 사면, 세례 감사기도, 조명을 
위한 기도, 성경 봉독 응답, 찬양 기도, 신앙 고백, 헌금, 성만찬 후의 기도, 축도, 절기별 찬송가, 어린이 
성가대 찬양, 청소년 성가대 찬양, 피아노 음악, 성악 독창, 오늘의 찬송가, 시편 찬양, 오르간 음악, 
성인 성가대 찬양, 핸드벨 음악 및 시각 예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88~119 페이지 참조.

 

성령강림절 이후 기간 
성령강림절 이후 주일을 "일반 주간"이라고 합니다. 보통이거나 일상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순서대로" 

주일을 따르는 기본 기듬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매주 주일은 그 주의 첫째 날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며, 우리의 신앙 생활에 활력을 주고 새롭게 하며 변화시키는 
것은 바로 이 거룩한 신비입니다. 이 기간 주일들은 교회의 주요 신학적 확인과 관련된 축제로 분류됩니다. 
삼위일체 주일과 왕이신 그리스도/그리스도의 통치가 그것입니다. 전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찬양하는 반면, 후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합니다. 성령강림절 이후 개정 공동 
렉셔너리 독서는 예수님의 가르치고, 고치고, 먹이고, 환영하는 사역에 대한 복음서 기록을 포함하여 성경 
일화의 많은 부분을 다룹니다. 
Book of Common Worship에서 발췌 (WJK, 2018), p.352

A해 개정 공동 렉셔너리에서, 성령강림절 이후의 시간(교회력의 후반부)은 지상명령으로 시작해서 
마태복음의 일화들 속으로 반지속적으로 움직여가다가, 그리스도의 통치/왕이신 그리스도에 관한 
마태복음 25장으로 종결됩니다. 이번 연도의 후반부는 매우 의도적으로 마태복음 25장 비전의 주제 및 
목적에 집중할 것입니다. 

여름 시리즈: 대사명  ...... 5주간
성령강림절 이후의 시간은 마태복음에서의 마지막 말씀, 예수님의 대사명으로 시작합니다 (마태 28:16- 

20). 이 짧은 장면에서, 마태는 누가가 그의 "속편" 사도행전에서 말했던 것에 대해 언급합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부활에 대해 증거하고자 할 때 그들의 삶에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난 사건들을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을 삼고, 세례를 주며, 항상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가르치는 것이 그것입니다. 

삼위일체 주일에 이를 접하는 것은 적절합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하나님의 "공동 사명"—즉 하나님의 
협력의 목적,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연결 사역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관계와 파송이라는 주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연결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세상을 위한 이 위대한 사랑을 드러내신 것처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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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 우리를, 성령의 권능 안에서, 같은 일을 하도록 파송하십니다.
올해의 삼위일체 주일은 또다른 세 가지의, 협력 사명—즉 미국장로교의 마태복음 25장의 비전의 세 

가지 우선 순위를 강조하는 기회를 제시할 것입니다. 대사명과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에 초점을 
맞춘 이 5주 시리즈의 설교와 음악 제안은 만연한 빈곤 퇴치, 구조적 인종차별 해소, 교회의 활력 구축에 
중점을 둡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을 위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미국장로교가 이 시대에 어떻게 제자를 삼고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6월 4일 주일,  삼위일체 주일
마태복음 28:16~20  예수님의 지상명령: 가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가르치라.
설교 핵심:  세례와 가르침이라는 교회의 사명은 가난, 인종차별, 교회의 활력 문제를 

해결하는 제자를 만드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까? 삼위일체 교리가 
미국장로교의 이러한 우선순위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일을 하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추천 찬송:  Go to the World! GTG 295
 Go in Grace and Make Disciples GTG 296
 Listen, God Is Calling GTG 456

6월 11일 주일  제 5주간
마태복음 9:9~13[14~17],  예수님이 죄인을 부르시다; 예수님이 한 여자를 고치고 죽은 여자를 살리시다. 
   18~26 [27~34]
설교 핵심:  오늘의 독서는 예수님이 세리인 마태를 부르시는 것으로 시작하여 예수님의 

치유와 생명의 능력을 보여 주는 것으로 종결됩니다. 제자가 되라는 부르심은 
어떻게 우리를 놀라게 하며, 수치를 당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도록 합니까? 
이는 어떻게 세상에 새 생명과 치유를 가져다줍니까? 

 [성 정의] 한 여성이 담대하게 치유를 받고자 나아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추천 찬송 Woman in the Night GTG 161
 Will You Come and Follow Me GTG 726
 Somebody’s Knocking at Your Door GTG 728

6월 18일, 주일  제6주간
마태복음 9:35~10:8  추수할 것이 많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들을 가르쳐 파송하시다.  
  (9~23)  
설교 핵심:  [빈곤] 빈곤의 근본적인 문제는 부족함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나누려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어려움에 부닥친 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사도들을 보내어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나누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풍성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추천 찬송:  God of the Fertile Fields GTG 714 
 Come, Labor On GTG 719
 The Lord Now Sends Us Forth GTG 747
6월 21일, 주일  제 7주간
마태복음 10:24~39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너의 삶에 대해 걱정하지 말고, 네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설교 핵심:  [인종 차별]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투쟁에는 위험이 따릅니다.. 역사는 이러한 

제자로서의 고난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자기 십자가를 
졌던 선지자와 순교자들에 대해 알려줍니다. 특권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는 가족시스템을 파괴하고 새로운 커뮤니티를 구축하는 것을 의미할 수 



미국장로교 신학 및 예배 사무국  |  21

있습니다.
 [평화 증진] 아이러니하게도 평화를 만드는 일은 우리를 갈등으로 이끕니다. 
추천 찬송: Lift Every Voice and Sing GTG 339 
 Take Up Your Cross, the Savior Said GTG 718
 Rejoice in God’s Saints GTG 732

7월 2일, 주일  제 8주간
마태복음 10:40~42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다: 누구든 너희를 환영하는 자는 나를 환영하는 
것이다.  
설교 핵심:  [교회의 활력] 진정한 환대를 하려면 현실적인 일을 해야 합니다. 참되고 

효과적인 전도에는 우연히 들어온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더 깊고 어려운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소외된 지역으로 나아가 우리의 이웃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추천 찬송: Let Us Build a House GTG 301
 Where Cross the Crowded Ways of Life GTG 343
 God Welcomes All GTG 399

모든 찬송가, 시편, 영가의 출처는 'Glory to God: The Presbyterian Hymnal (웨스트민스터 잔낙스 
프레스, 2003)'입니다. 
아이디어를 더 얻고자 한다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ook of Common Worship (웨스트민스터 
잔낙스 프레스, 2018)', 'Call to Worship: Liturgy, Music, Preaching, and the Art (pcusa.org/
calltoworship)':

Book of Common Worship는 예배 개회 기도문, 오늘의 기도, 삼위일체 주일 예식, 참회문, 조명을 
위한 기도, 성경 봉독 응답, 중보기도, 성만찬 기도문(2), 성만찬 후 기도, 감사 기도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52~364 페이지 참조..
Call to Worship 56.1(2022-2023, A해)에는 예배 개회 기도문, 고백 및 사면, 세례 감사, 조명을 위한 
기도, 성경 봉독 응답, 찬양 기도, 신앙 고백, 헌금, 성만찬 후의 기도, 축도, 절기별 찬송가, 어린이 
성가대 찬양, 청소년 성가대 찬양, 피아노 음악, 성악 독창, 오늘의 찬송가, 시편 찬양, 오르간 음악, 
성인 성가대 찬양, 핸드벨 음악 및 시각 예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0~139 페이지 참조.

여름 시리즈: 복음의 도전  9주간
성령강림절 이후 주일들이 계속되면서,  개정 공동 렉셔너리는 마태복음의 중심을 향해 나아갑니다(

상기 개요에서 설명한 "책들" 중 제3권과 제4권). 마태복음의 이 부분은 빈번한 갈등과 논쟁, 토론과 위험의 
상황에 놓인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종교 지도자들, 정치권력, 사회 
규범, 문화적 기대치와 상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도적 빈곤을 근절하고, 구조적 인종차별을 해체하며, 교회의 활력을 구축하기 위한 교회의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을 유사한 딜레마에 빠뜨립니다. 믿음과 신실함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종종 
반문화적이고,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으며 정치적으로 호응을 받지 못하고, 심지어 특정 종교적 감수성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은사와 축복, 성령 안에서 사는 
삶의 소망과 기쁨,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알게 됩니다. 

이 설교 시리즈를 구성하는 마태복음의 구절은 이러한 긴장감을 잘 보여줍니다. 처음에(7월 5일),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마태복음 11:30) 끝에 (8월 30일),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것이라" (
마태복음 16:24). 멍에는 십자가입니다—그러나 이는 쉽고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혼자서 진정한 
무게를 다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이 9주간의 여름 시리즈의 설교 및 음악 제안은 특히 미국장로교의 세 가지 우선 순위인 만연한 빈곤, 
구조적 인종차별 및 교회의 활력과 관련하여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도전적인 성격을 탐구합니다. 화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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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본문의 주제와 이미지에 따라 순환됩니다. (항상 같은 순서는 아님). 여름이 끝날 무렵, 회중들은 이 
주제 각각에 대해 세 번씩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참여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7월 9일, 주일  제9주간
마태복음 11:16-19,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20~24] 25~30
설교 핵심:  [교회의 활력]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은 항상성과 변화를 포함합니다. 

각 세대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활력있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가장 잘 
부응하는 방법을 분별해야 하는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습니다: 와서, 배우고, 섬기고, 쉬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추천 찬송: I Heard the Voice of Jesus Say GTG 182
 Come to Me, O Weary Traveler GTG 183
 Come, Bring Your Burdens to God GTG 851

7월 16일, 주일  제10주간
마태복음 13:1~9,  예수님이 씨뿌리는 자와 씨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설명해 주시다. 
  [10 - 17] 18 - 23
설교 핵심:  [빈곤] 씨뿌리는 자와 씨의 비유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비, 즉 은혜와 진리를 

풍성하게 뿌리는 것을 묘사합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또한 우리가 좋은 땅이 
되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 —가난한 자에 대한 돌봄 —이 우리 가운데 
열매 맺도록 우리를 도전합니다.

 [피조물에 대한 돌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땅을 잘 돌보는 
일입니다. 
추천 찬송:  A Sower Came from Ancient Hills GTG 17
 The Rice of Life GTG 524
 Seed, Scattered and Sown GTG 531

7월 23일, 주일  제11주간
마태복음 13:24-30,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다른 비유; 곡식 가운데 가라지가 자라나다. 
  [34~35] 36~43
설교 핵심:  [인종 차별] 이 비유는 인종 차별의 보이지 않는 측면—즉 은밀한 편견, 암묵적 

편향, 특권에 대한 무의식적 경향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구조적 인종 차별을 
타파하는데 한 가지 도전은 이 "가라지들"을 인식하는 것을 배우며, 여전히 
모든 이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추천 찬송:  One Bread, One Body GTG 530
 O God, We Bear the Imprint GTG 759  
 Somos el cuerpo de Cristo GTG 768

7월 26일, 주일  제12주간
마태복음 13:31- 33,  하나님의 나라는 한 알의 작은 씨앗, 누룩, 보물, 진주, 그물과 같다. 
  44-52 [53- 58]
설교 핵심:  [인종 차별] 때로는 특별하지 않은 순간과 눈에 띄지 않는 행동이 구조적 

인종차별과 백인 우월주의에 도전하는 투쟁에서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겨자씨, 적은 양의 누룩, 숨겨진 보물, 비싼 진주와 같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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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찬송:  If You Only Had Faith GTG 176
 I’m Gonna Live So God Can Use Me GTG 700
 What Is the World Like GTG 771

8월 6일, 주일  제 13주간
마태복음 14:13~21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을 먹이시다.
설교 핵심:  [빈곤] "하나님의 경제" 개념으로 보면, 풍요는 나눔에서 옵니다. 수많은 

사람을 예수님이 먹이신 일화가 이를 완전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통찰이 
가난한 자에 대한 우리의 사역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염려에 도전하며 우리의 관대함을 격려할 수 있습니까?

 [피조세계 돌봄] 풍요롭기 위해서 자원의 착취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추천 찬송: Loaves Were Broken, Words Were Spoken GTG 498
 All Who Hunger, Gather Gladly GTG 509
 When the Poor Ones GTG 762

8월 13일, 주일  제14주간
마태복음 14:22- 33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 제자들을 만나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다. 
  [34 - 36]
설교 핵심:  [교회의 활력] 기독교적인 상상에 있어서 배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면에서 배와 같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폭풍을 이겨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떤 풍랑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어떻게 도전하십니까? 

 [피조세계  돌봄] 예수님은 피조물과의 교감을 보여주십니다. 
추천 찬송:  Calm to the Waves GTG 184
 Lonely the Boat GTG 185
 It Is Well with My Soul GTG 840 

8월 20일, 주일  제15주간
마태복음 15: [1- 9]  더럽게 하는 일에 대한 토론; 한 가나안 여인이 큰 믿음을 보여 주다. 
  (10- 20) 21- 28
설교 핵심:  [인종 차별] 한 용감하고 끈기 있는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시대의 인종 차별과 

순결 제한에 도전하기 위해 큰 믿음을 가지고 목소리를 냅니다 우리 사회에서 
비슷한 상황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문제들에 
맞서도록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성 정의] 한 여성이 담대하게 치유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추천 찬송 In Christ There Is No East or West GTG 317, 318
 For All the Faithful Women GtG 324
 For the Troubles and the Sufferings GTG 764

8월 27일, 주일  제 16주간
마태복음 16:13~20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시를, 당신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설교 핵심:  [교회의 활력] 예수님은 시몬에게 새 이름과 신분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교회가 세워지는 반석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활력을 키우는 도전은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한 우리의 고백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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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어떤 변화를 만들어냅니까? 
추천 찬송:  The Church’s One Foundation GTG 321
 We Are One in Christ Jesus  
GTG 322
 O Christ, the Great Foundation GTG 361

9월 3일, 주일  제 17주간
마태복음 16:21~28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설교 핵심:  [빈곤] 예수님은 다시 "하나님의 경제"의 역설을 얘기하십니다 (8월 6일 참조). 

자신의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이는 잃을 것입니다. 세상을 얻고자 하는 이들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이점이 부와 빈곤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에 어떠한 도전이 되겠습니까? 

 [평화 증진] 예수님은 압제 세력에 대한 비폭력 저항을 요구하십니다. 
추천 찬송:  When I Survey the Wondrous Cross GTG 223, 224
 Lift High the Cross GTG 826
 Precious Lord, Take My Hand GTG 834

모든 찬송가, 시편, 영가의 출처는 Glory to God: The Presbyterian Hymnal  (웨스트민스터 잔낙스 
프레스, 2003)입니다. 
아이디어를 더 얻고자 한다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ook of Common Worship (웨스트민스터 
잔낙스 프레스, 2018), Call to Worship: Liturgy, Music, Preaching, and the Art (pcusa.org/
calltoworship):

Book of Common Worship는 예배 개회 기도문과 오늘의 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65~373 
페이지 참조.
Call to Worship 56.1(2022-2023년 A 연도)에는 예배 개회 기도문, 참회문, 세례 감사 기도문, 조명을 
위한 기도, 성경 봉독 응답, 찬양 기도, 신앙 고백, 헌금, 성만찬 후의 기도, 축도 절기별 찬송가, 어린이 
성가대 찬양, 청소년 성가대 찬양, 피아노 음악, 성악 독창, 오늘의 찬송가, 시편 찬양, 오르간 음악, 
성인 성가대 찬양, 핸드벨 음악 및 시각 예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0–126, 140–159페이지 참조.

가을 시리즈: 하나님의 나라 엿보기  9주간
가을은 많은 교회와 공동체에 있어 "개학" 시기입니다. 공동생활에 있어 이 리듬은 개정 공동 

렉셔너리의 교사이신 예수님에 대한 초점과 일치합니다. 이 몇 주간의 복음서의 대부분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정의, 평화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놀라운 일화입니다. 비유 자체를 포함하지 않는 몇 가지 구절도 그 자체로 제자들, 군중 및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비유와 예수님의 다른 교훈은 만연한 빈곤을 근절하고, 구조적 인종차별을 해체하며, 회중의 
활력을 구축하려는 미국장로교의 사명에 대해 많은 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굶주리고 
목마른 자들을 만족시키고, 낯선 사람들을 환영하며, 그리스도의 몸이 강화되고 해방되어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귀중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9주간의 가을 시리즈의 설교와 음악 제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시고 마태복음에 선포된 
이 영광스러운 새 창조를 엿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 시리즈는 제도적 빈곤, 구조적 
인종차별, 교회의 활력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볼 것입니다. 여름 시리즈와 
마찬가지로, 성경 본문의 주제와 이미지에 따라 다루어 지는 내용은 다양합니다. 만성절 다음 주일까지, 
교회는 이 모든 우선 순위들을 세 번씩 다른 방법으로 접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9월 10일, 주일  제18주간
마태복음 18:15~20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화해를 추구하라; 너희가 모일 때에 내가 너희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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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있다.
설교 핵심:  [인종차별]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화해하고 하나가 됩니다. 구조적 

인종차별을 해체하는 사역은 죄를 고백하고 악을 한탄하고 정의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오로지 이럴 때만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의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추천 찬송:  Come Now, O Prince of Peace GTG 103
 Jesu, Jesu, Fill Us with Your Love GTG 203
 Draw Us in the Spirit’s Tether GTG 529

9월 17일, 주일  제 19주간
마태복음 18:21~35  빚과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한 용서의 교훈.
설교 핵심:  [교회의 활력]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빚이 탕감됩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천문학적인 숫자—칠십 칠, 만—를 써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다른 이들을 용서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활력을 구축하는 데 
있어 왜 용서가 매우 중요합니까?

추천 찬송: Jesus Knows the Inmost Heart GTG 427
 God, How Can We Forgive GTG 445
 Help Us Accept Each Other GTG 754

9월 24일, 주일  제 20주간
마태복음 20:1~16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다.
설교 핵심:  [빈곤]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 된 자가 먼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확장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우리는 우리가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러한 관점은 제도적 빈곤을 뿌리 뽑는데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추천 찬송: All Who Love and Serve Your City  GTG 351
 O for a World GTG 372
 The Bread and the Wine Are Here GTG 512

10월 1일, 주일  제21주간
마태복음 21:23-32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 질문하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대답하시다.
설교 핵심:  [교회의 활력]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단 "한 가지의 질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1:24): 나를 따르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응답합니다. 활력있는 교회는 예수님의 
권위에 응답하고 그를 신실하게 따르며 그의 변화의 권능을 신뢰해야 
합니다.  

추천 찬송: At the Name of Jesus GTG 264
 Will You Come and Follow Me GTG 726
 From the Nets of Our Labor GTG 751

10월 8일, 주일  제22주간
마태복음 21:33~46  포도원, 악한 농부들, 주인의 아들에 관한 비유.
설교 핵심:  [인종 차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가 반석이 됩니다. 

구조적 인종차별은 증오와 두려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즉 배신당하고 거부되고 멸시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 아들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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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찬송:  Rejected and Despised GTG 222
 This Is the Day GTG 391
 Christ Is Made the Sure Foundation GTG 394

10월 15일, 주일  제23주간
마태복음 22:1~14  하나님 나라는 잔치와 같다. 많은 사람이 청함을 받으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설교 핵심:  [빈곤] 하나님의 나라에는 상이 차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요한계시록 19:9 참조)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초대는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권력과 특권의 상을 뒤엎고, 가난을 영속화하는 제도를 
파괴합니다.  

추천 찬송:  The Trumpet Sounds, the Angels Sing  GTG 505
 Look Who Gathers at Christ’s Table! GTG 506
 I’m Gonna Eat at the Welcome Table GTG 770

10월 22일, 주일  제24주간
마태복음 [17:24-27]  세금에 관한 질문으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다. 
  22:15-22  
설교 핵심:  [빈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합니다. 세금으로 

내는 동전에는 황제의 형상이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또는 누구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 

 [평화 증진] 제국의 폭력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부인합니다.  
추천 찬송: We Give Thee but Thine Own GTG 708
 We Lift Our Voices GTG 710
 When We Are Living GTG 822

10월 29일, 주일  제25주간
마태복음 22:34-46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네 이웃을 너 자신 같이 사랑하라.
설교 핵심:  [인종차별]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삽니다. 예수님은 성경 전체가 

하나님 사랑(신명기 6:5)과 이웃 사랑(레위기 19:18)이라는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랑의 법칙"은 인종차별을 해체하기 
위한 사역을 어떻게 지원하고 지지합니까? 

추천 찬송: Love the Lord Your God GTG 62
 The Lord Is God GTG 63
 Praise, I Will Praise You, Lord GTG 628

교회는 2023년 수요일에 열리는 All Saints’ Day에 별도의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안되는 사항들을 다음 주일로 옮길 것을 제안합니다.

11월 1일, 수요일  All Saints’ Day
마태복음 5:1-12  팔복: 복 있는 자여;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설교 핵심: 11월 1일, All Saints’ Day 참조
추천 찬성: Give Thanks for Those Whose Faith Is Firm GTG 731
 When Twilight Comes GTG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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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ll You Let Me Be Your Servant GTG 727

11월 5일, 주일  제26주간
마태복음 23:1~12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될 것이며 겸손한 자는 높임을 받을 것이다.  
  [13~37]
또는 마태복음 5:1~12  팔복: 복 있는 자여;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설교 핵심:  [교회의 활력]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겸손한 자가 높임을 받습니다. 마태복음의 

“다섯 책”은 예수의 이름을 통한 겸손한 섬김에 대한 강조로 시작하고(
마태복음 5:1~12) 마치고 있습니다(마태복음 25:31~46). 이러한 종류의 
리더십이 교회의 활력을 구축하는 데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평화 증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립니다.
추천 찬송: Give Thanks for Those Whose Faith Is Firm GTG 731
 When Twilight Comes GTG 195
 Will You Let Me Be Your Servant GTG 727

모든 찬송가, 시편, 영가의 출처는 Glory to God: The Presbyterian Hymnal  (웨스트민스터 잔낙스 
프레스, 2003)입니다. 
아이디어를 더 얻고자 한다면,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Book of Common Worship(웨스트민스터 
잔낙스 프레스, 2018), Call to Worship: Liturgy, Music, Preaching, and the Art (pcusa.org/
calltoworship):

Book of Common Worship는 예배 개회 기도문, 오늘의 기도,All Saints’ Day 예식, 참회문, 조명을 
위한 기도, 성경 봉독 응답, 중보기도, 성만찬 (2), 성만찬 후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374~391 페이지 참조.
Call to Worship 56.1(2022-2023, A해)에는 예배 개회 기도문, 고백 및 사면, 세례 감사 기도문, 
조명을 위한 기도, 성경 봉독 응답, 찬양 기도, 신앙 고백, 헌금, 성만찬 후 기도, 축도, 절기별 찬송가, 
어린이 성가대 찬양, 청소년 성가대 찬양, 피아노 음악, 성악 독창, 오늘의 찬송가, 시편 찬양, 오르간 
음악, 성인 성가대 찬양, 핸드벨 음악 및 시각 예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20–126, 160–188 페이지 
참조.

결론 시리즈: 마태복음 25장 교회가 되기 위한      3 주
개정 공동 렉셔너리(성서일과)의 A 년도는 마태복음 25장에 대한 3 주간의 여정으로 정점에 이릅니다. 

"마태와 함께 하는 한 해"를 통한 우리의 순례여정은 마침내 이곳으로 우리를 이끌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을 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은 두 개의 비유와 최후 심판에 대한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본문들이 함께 
마태복음의 다섯 번째 "책"의 결론을 구성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마지막 
때"에 관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바로 교회와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사는 
방식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은 우리의 이웃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적극적인 섬김,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요구됩니다. 

만연한 빈곤, 구조적 인종차별, 교회의 활력에 대한 교회 사역의 특정 부분에 초점을 맞춘 지난 몇 
주와는 달리, 이 3주간의 결론 시리즈의 설교와 추천 찬송들은 마태복음 25장 비전 전체와 관련됩니다. 
그것들은 오늘날 이 세상에서 마태복음 25장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비전에 올 한해 동참한 교회들의 경우, 이 마지막 3 주간의 교회력이 미국 장로교의 이 
세 부문의 선교 역점 사항에 대한 헌신을 선포하고 자축하는 이상적인 기회가 될 것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pcusa.org/matthew25에 있습니다. “Worship in a Matthew 25 Church"를 참조하십시오) 
미국 장로교의 마태복음 25장 사역으로의 초대에 대해 동참하기 원하는 신앙 공동체의 경우, 이 짧은 설교 
시리즈는 신앙 공동체의 현황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즉 개혁과 쇄신의 고유한 여정을 시작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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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일 주일,  제 27주간
마태복음 25:1–13  열 처녀의 비유; 깨어 있으라, 주님이 오신다.
설교 핵심:   이 비유는 시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 즉 제도적 

빈곤의 제거, 구조적 인종차별 타파, 교회의 활력 회복의 마태복음 25
장 비전의 진보를 목격하면서 여러분은 교회에서 시간의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추천 찬송: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A Voice Astounds Us GTG 349
 Keep Your Lamps Trimmed and Burning GTG 350
 Rejoice! Rejoice, Believers GTG 362

11월 19일, 주일  제 28주간
마태복음 25:14–30  달란트 비유; 선하고 신실한 종들이 상을 받다.
설교 핵심:   이 비유는 재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제도적 빈곤의 

제거, 구조적 인종차별 타파, 교회의 활력 회복의 마태복음 25장 비전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때에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선물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추천 찬송:  Let Us Talents and Tongues Employ  GTG 526
 Give Thanks, O Christian People GTG 644
 God, Whose Giving Knows No Ending GTG 716

11월 26일,주일  그리스도의 통치 / 왕이신 그리스도
마태복음 25:31–46  왕이 심판하신다: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설교 핵심:  이 비전은 섬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는, 제도적 

빈곤의 제거, 구조적 인종차별 타파, 교회의 활력 회복의 마태복음 25장 
비전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섬기겠습니까?  

추천 찬송: Come Now, You Blessed, Eat at My Table GTG 186
 Heaven Shall Not Wait GTG 773
 When the Lord Redeems the Very Least GTG 852

모든 찬송가, 시편, 영가의 출처는 Glory to God: The Presbyterian Hymnal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03) 입니다. 
아이디어를 더 얻고자 한다면, 다음을 참고하세요. 공동 예배서 (Westminster John Knox Press, 2018) 
과 Call to Worship: Liturgy, Music, Preaching, and the Arts (pcusa.org/calltoworship):

공동 예배서에는 개회 예배 기도문, 오늘의 기도문, 그리스도의 통치 기도문, 고백 및 용서문, 조명을 
위한 기도문, 교독문, 중보 기도문, 감사 기도문 (2), 성찬식 기도문, 감사 기도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92–400 쪽 참조
Call to Worship 56.1 (Year A, 2022–2023) 에는 개회, 고백 및 용서, 세례에 대한 감사, 조명을 위한 
기도, 교독문, 감사 찬양, 신앙 고백, 헌금, 성만찬 기도, 축복, 섬김의 선언 기도문, 절기 찬양, 어린이 
성가대 찬양, 청소년 성가대 찬양, 피아노 음악, 독창, 일일 찬양, 시편 찬양, 오르간 음악, 성인 성가대 
찬양, 핸드벨 음악, 공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 pp.120–126, 190–200

마태복음을 읽는 일곱 가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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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도록 기독교 초창기에 
기록되었습니다. 미국 장로교의 마태복음 25장 사역은 마태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해 
줌으로써 구원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재확인하고, 주님의 공의, 정의, 평화의 길을 기억하며, 주님이 
주신 사명에 다시 헌신하도록 해줍니다.  

 ...................................................
다가오는 해에 마태복음을 읽는 일곱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Options1– 2는 마태복음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습니다. 

(1) 개인적으로 혼자 읽는 것 마태복음을 짧은 소설처럼 읽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 성장과 훈련에 아주 
탁월한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생애, 죽음 그리고 부활의 전체 서사에 집중합니다. 조용한 수련의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읽기 전에 하나님의 관점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읽은 후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대략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소요될 것입니다.   

(2) 교회 모임에서 함께 읽습니다. 이 방법은 교인들과 함께 마태복음을 경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참조, Emmanuel: God with Us). 이 방법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공동체 상황 
속에서 이해하면서, 성경의 주제들을 중심으로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교회 수련회나 주말 행사에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읽기 전 말씀의 조명을 위해 기도하시고 읽은 후 나눔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마태복음을 소리 내어 읽으면 약 2시간 반에서 3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Options 3–6은 공동 예배서의 일일 기도문 자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일일 기도문(WJK, 
2018) 또는 미국장로교 일일 기도문 app (pcusa.org/dailyprayer  ) 참고

(3) 한 주간 매일 기도할 때.  한 주간 아침과 저녁 기도시간에 다음의 순서대로 마태복음을 읽으십시오. 이 
계획은 마태가 토라를 따라서 다섯 책으로 구성한 방법을 따릅니다. 그리고 부활을 주의 첫날로 합니다:
주일 오전  마태복음 28:1–20  주일 오후  마태복음 1:1–2:23 
월요일 오전  마태복음 3:1–4:25  월요일 오후  마태복음 5:1–7:29 
화요일 오전  마태복음 8:1–9:34  화요일 오후  마태복음 9:35–11:1
수요일 오전  마태복음 11:2–12:50  수요일 오후  마태복음 13:1–53 
목요일 오전  마태복음 13:54–17:27  목요일 오후  마태복음 18:1–19:2
금요일 오전  마태복음 19:3–23:39  금요일 오후  마태복음 24:1–25:46 
토요일 오전  마태복음 26:1–75  토요일 오후  마태복음 27:1–66

(4) 한 달간, 매일 기도할 때에 마태복음은 마침 28장으로 구성되어 있기에 마태복음을 탐구하는 또 다른 
방법은 한 달 동안 하루에 한 장씩 읽는 것입니다(첫 날은 마태복음 1장, 둘째 날은 2장 등). 29일부터 31
일에는 성경의 다른 구절들을 읽으셔도 됩니다. 한달 동안 이 방법대로 읽거나 일년간 마태복음을 여러번 
읽으셔도 됩니다.

(5) 일 년에 두번, 일일 기도시 이 방법은 일 년에 마태복음을 두 번 읽을 수 있는 일일 계획입니다. (일일 
기도 시의 마태복음 읽기를 참조하십시오). 이 방법은 마태복음을 이야기의 구분과 더 큰 마태복음의 
구조에 주목하면서 짧고 논리적 단위로 나눕니다. 그러나 교회력의 절기나 축제와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 
렉셔너리는 일주일에 6일(월요일 부터 토요일) 읽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주일에는 정해진 주일 
읽기 중에 하나 혹은 그 이상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기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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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년간 일일 묵상시 마태복음은 1,071 절로 되어 있습니다. 3절씩 나누면 357절 입니다. 여러분이 1
월 1일에 시작하여 하루에 세 절씩 읽는다면 크리스마스 이전에 마태복음을 모두 읽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마태복음의 구조나 교회력을 고려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하루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담을 수 있을 만큼 아주 작은 단위로 마태복음을 음미하고 묵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의 
또 다른 변형은 노트에 매일 세 구절씩 기록하는 것입니다. 연말에 여러분은 마태복음 전체 사본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노트를 다음에 일일 읽기를 위해 사용하거나 친구나 가족에게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Option 7은 공동 예배서(WJK, 2018)의 교회력이나 Call to Worship과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배 의식, 음악, 설교, 공연과 함께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pcusa.org/calltoworship):  

(7) 일년간 회중 예배에서 이 자료에 제시된 설교와 예배를 위한 제안들은 사용자들이 개정 공동 
렉셔너리(이 자료에 최적화하거나 확장된)를 따라 일 년에 마태복음을 일독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해줍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기 원하는 사용자들은 반드시 각 주일과 절기를 위한 괄호 안에 제공된 
추가 구절들 뿐만 아니라 다른 읽기 자료(이탤릭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읽기를 마치기 
위해서는 회중이 산상수훈과 열 가지 기적을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이를 위한 한가지 방법은 아래의 
찬송 축제를 보십시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회중 읽기

A 년도 개정 공동 렉셔너리(2022년 11월 27일 시작)는 마태복음 부터 읽기가 시작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태는 메시야로서 예수님을 극적이고 매력적으로 보여줍니다 — 그 분은 우리가 임마누엘, "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마 1:23)로 알고 있는 메시야이십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소리 내어 읽으면 2
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왜 여러분의 교회에서 마태복음을 회중들과 읽지 않으시나요? 

여기에 담겨진 기회들과 유익들이 많습니다:
•  큰 소리로 복음서를 듣는 것은 성경 저자의 의도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재발견하게 해줍니다. 
의도적이고 극적으로 전개되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가 공동체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말입니다;

•  현장에서 전체 이야기를 듣는 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서로 연관성이 없는 장면이나 
개별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큰 그림", 즉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통합된 내용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  회중 속에서 복음서 전체를 듣는 것은 적용에 대한 판단과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어떻게 
응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 책임을 지는 상황을 만들어 줍니다;

 •  회중 속에서 복음서 전체를 듣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과 사역의 관점에서 우리의 사명에 
대한 충실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  한 자리에서 복음서 전체를 듣는 것은 성경 읽기 사이의 공백을 채워주며, 마태복음의 시간적 
순서와 맞지 않는 성경 읽기 부분을 보완해줍니다;

 •  일년 분량의 복음서 읽기를 함께 듣는 것은 설교자, 교회 음악 담당자, 예배 기획자들이 한 해 전에 
미리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예배를 구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는 것이 성령의 능력으로 삶을 변화시키고, 믿음이 형성되고, 
제자를 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의 만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을 읽을 시간과 장소를 정하셨다면 이 좋은 소식을 알리십시오! 아래의 문구를 사용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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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해서 교회 소식지나 웹사이트에 광고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행사를 더 큰 지역사회에 
일리고 봉사와 전도의 기회로 삼는 방법을 찾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는 여러분이 협력 프로젝트나 교회 
일치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의 지역사회의 다른 교회들(장로교나 기타)과 협력하여 성경 읽기를 주최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회중 읽기

예배 시작문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23     

 

Hymn  Blessed Jesus, at Your Word 
GTG 395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
영존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말씀이 
임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아멘.

 침묵의 시간을 가진 후 읽기를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서문 마태복음 1:1–2:23
  “Come, Come Emmanuel” (GTG 91), “While We Are Waiting, Come” (GTG 92), “Prepare the 

Way of the Lord” (GTG 95), “Glory to God” (583–585), “Alleluia” (GTG 586–591)를 마태복음의 
다섯 "책" 말미에 부를 수 있습니다.  

  네러티브  설교
 제 일권 마 3:1–4:25 5:1–7:29
 제 이권 마 8:1–9:34 9:35–11:1
 제 삼권 마 11:2–12:50 13:1–53
 제 사권 마 13:54–17:27 18:1–19:2
 제 오권 마 19:3–23:39 24:1–25:46
 수난 마 26:1–27:66

복음을 들어보셨습니까?  마태복음 읽기에 가입하십시오 [날자, 시간, 장소를 입력하세요]. 
마태는 메시야로서의 예수님을 극적이며 매력적으로 보여줍니다. 그 분은 우리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마 1:23)로 알고 있는 메시야이십니다. 마태복음 전체를 
소리 내어 읽으면 세 시간 이내에 읽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삶이 변화되고, 믿음이 
형성되고, 제자를 삼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만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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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상 후 읽기를 계속합니다. 
 부활 마 28:1–20

마치는 기도
  주 하나님, 당신의 아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위해서 신실하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   Go to the World! GTG 295

마침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 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 28:20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읽기를 위한 안내
나누어 읽으라는 제안은 마태복음의 문학적 구조에 따른 것입니다. 각 구분마다 성경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의 특정한 형태와 완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적절한 수의 인원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명에서 12명 사이가 적절한데 필요시 두 배로 늘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룹을 만드십시오 — 청년과 노년; 다양한 성별; 
다양한 문화와 배경과 직업의 사람들로 구성하십시오. 교회 안에서 집사와 장로들이  읽도록 독려하십시오; 
목회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마십시오. 가능하다면, 건설적인 피드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 각각의 
맡은 부분을 큰소리로 읽는 리허설을 하십시오. 

성령의 조명을 위한 기도로 시작하시고 복음서의 주제를 함께 묶을 수 있는 마무리 기도로 마치십시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처음과 마지막에 읽는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이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교회의 성경(강단이나 설교단 위의 큰 성경)으로 읽으십시오. 읽기를 위해 큰 활자나 표시가 된 개인용 "
성경"을 프린트하고 싶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일시적이고 폐기할 수 있다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교회 성경으로 읽는 것은 이 말씀이 우리가 함께 가진 보물임을 보여줍니다. 동일한 
번역 성경을 사용하는 것 역시 반복되는 이미지와 주제들을 드러내는 것을 도울 것입니다. 

너무 빨리 읽지 마십시오. 천천히, 또렷하게 읽으십시오. 무엇보다 삶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형성하고 
제자 삼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세지인 복음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읽으십시오. 각자 읽는 사람 사이에 
짧은 침묵의 시간을 가지십시오(다음 사람이 읽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읽은 사람이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그리고 지시에 따라 묵상을 위해 좀 더 긴 침묵의 시간을 주십시오.  

몇 곡의 추천 찬송이 준비 되어 있습니다. 읽는 중에 함께 찬송하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로 중요합니다: 
회중 찬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의 선물에 대한 찬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신중하게 선택된 찬송들은 성경의 주제와 이미지들을 강화시켜 주고 우리의 이해를 깊게 해 줍니다; 음악은 
복음 이야기에 대한 개인의 기도와 묵상의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찬송은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온 몸으로—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합니다. 

일기를 마무리하는 것은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ㅏㄷ. 토요일 아침시간에 마태복음 
읽기 행사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토의를  해서 그룹을 나눕니다. 이상적인 것은 
작은 그룹으로 시작하고 후에 교회 전체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교회 수련회의 좋은 형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읽기를 오후나 저녁 시간에 한다면 가벼운 간식을 한 후 시간을 좀 더 줄여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읽기 후에 가능한 빨리 복음에 대한 대화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기를 진행하는 동안에 나눔을 위해 읽기를 중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야기의 흐름이 
끊겨서 복음서 전체를 경험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각자의 성경을 가지고 따라 읽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참가자는 읽기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성경을 보지 않고 이 복음에 대해 말하고 있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 선포된 말씀에 참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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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상수훈 
본문 읽기와 찬양 축제

다음의 읽기 계획표는 회중들이 한번에 마태복음의 산상수훈(5:1–7:29)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섯 명의 낭독자에게 10개의 성경 구절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관련 찬송 선정은 각 구절들에 맞게 
준비됩니다. 각각의  읽기나 찬송 후에 성령의 조명을 위해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 
식사 후가 될 이 읽기 행사를 마치고 나서 나눔의 시간을 가질 것을 추천합니다. 묵상이나 나눔을 위한 
질문들은 이 책자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고 유인물로 다시 출간될 것입니다.  

개회 기도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 하늘 양식을 갈망하게 하시고,
 영생의 길에서 오늘 저희를 먹여 주옵소서.
 하늘의 떡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읽기
마태복음 5장
1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2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5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6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요 
 7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8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찬송  주님을 송축하라 GTG 544

두 번째 읽기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15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16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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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20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찬송 Here in This Place (Gather Us In) GTG 401

세 번째 읽기
  21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3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4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25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26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27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8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29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30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31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32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함이요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33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네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35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36 네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37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 부터 나느니라.

찬송 Forgive Our Sins as We Forgive  GTG 444

네 번째 읽기
  38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40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41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 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 리를 동행하고  42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3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4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45 이같이 한 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46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7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문안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48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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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전하라.

찬송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성 프란시스의 기도) GTG 753
다섯 번째 읽기

마태복음 6장
1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2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3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4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5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6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찬송  황금의 성배로 GTG 429

여섯 번째 읽기
  7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11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12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14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15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찬송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GTG 464

일곱 번째 읽기
  16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17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18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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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21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22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23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24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찬송  선하신 하나님  GTG 711

여덟 번째 읽기
  25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26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30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말라.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33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찬송  왜 낙심하나요? (주님은 참새를 돌보십니다) GTG 661

아홉 번째 읽기
마태복음 7장
1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2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3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4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는냐  5 외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6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9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10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2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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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송  너희는 먼저 구하라  GTG 175

열 번째 읽기
  13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15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라.  16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17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맷나니  18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19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둔 까닭이요.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찬송  내 소망은 허무한 것 위에 세워졌네  GTG 353

결론 
  28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29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마침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은 당신의 나라를 마음이 겸손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심으로
세상의 지혜를 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정의에 대해 갈급함을 주시고
평화를 위해 싸울 수 있는 인내를 주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함을 통해 
세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당신의 나라의 약속을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성령과
한 분이신 하나님과 연합하여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 읽기는 개역개정판(영어는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copyright © 
1989 by the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허락을 받고 사용함. 판권 소유 추천 찬송은 Glory to God: The 
Presbyterian Hymnal (WJK, 2013)를 사용했습니다. 시작과 마침 기도는 공동 예배서(WJK, 2018), 
68, 221 을 사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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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마태복음 5:1–7:29절을 읽은 후에,,
(1)  산상수훈 전체를 듣고 받은 인상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당신에게 놀라움과 도전과 당황스러움을 

주었습니까? 당시 산상수훈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을 오늘날 
교회와 세상에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산상수훈이 복음서의  전체 메세지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에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마태복음 25장 사역으로의 초청의 일환으로, 장로교 선교국이 제도적 가난, 구조적 인종차별과 
교회 활력 회복에 집중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들은 이러한 우선적인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2)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5:13)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5:14). 
여러분의 교회가 이웃, 도시, 지역 사회 안에서 어떻게 소금과 빛이 되고 있습니까? "너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라"(5:16)는 말씀에 따라 더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의 활력을 
촉진시키기 위해 산상수훈에서 더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3)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형제나 자매와 화목하라"(5:24) 그리고 "너의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5:44). 예수님의 서로 화목하고 사랑하라는 명령은 우리가 인종차별과 백인 
우월주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도전을 줍니까? 산상수훈에서 구조적 인종차별 타파를 위해 우리가 
더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4)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6:19) 그리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6:24). 예수님의 가르침은 경제 정의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교회의 사역에 
무엇을 말해 줍니까? 산상 수훈을 통해 구조적 가난을 해결하는데 우리가 추가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도적 가난, 구조적 인종차별, 교회 활력을 위한 장로교 선교국의 사역에 대해 더 알기 원하시면 
pcusa.org/matthew25 를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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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가지 기적들
본문 읽기와 찬양 축제

다음의 읽기 계획표는 회중들이 한번에 마태복음의 산상 수훈의 10가지 기적(8:1–9:34)을 접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섯 명의 낭독자에게 10개의 성경 구절을 나누어 줍니다. 관련 찬송은 각 구절에 맞게 
선정됩니다; 준비자는 각 항목에 찬송 하나를 고르셔야 합니다. 각각의 읽기나 찬송 후에 성령의 조명을 
위한 잠깐의 침묵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마 식사 후가 될 읽기 행사 후에 나눔의 시간을 가질 것을 
추천합니다. 묵상이나 나눔을 위한 질문들은 이 책자의 마지막 페이지에 있고 유인물로 다시 출간될 
것입니다.  

시작 기도
오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주셔서,
당신의 빛 안에서 빛을 보고 
당신의 진리로 자유를 찾고
평안 가운데 당신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 읽기  나병 환자를 고치심
마태복음 8장
1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2 한 나병 환자가 나아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3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4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찬송 끊임없이 멸시 받은 열명의 나병 환자 GTG 179
 내 모습 이대로, 단 한번의 변명 없이 GTG 442
 나를 따라 오겠느냐 GTG 726

두 번째 읽기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하심
5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와 간구하여 6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7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8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10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느니라. 11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 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12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13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찬송 그리스도 안에는 동이나 서가 없네 GTG 317, 318
 오 치료자, 그리스도여 GTG 793
 오 구주여, 고요한 이곳에 GTG 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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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읽기   베드로의 집에서 많은 병자를 고치심
14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15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16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자들을 다 고치시니 17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18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19 한 서기관이 
나아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20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21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찬송 모든 병든 자의 치유자 GTG 795
 치유 받기 위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GTG 796
 주님의 치유를 측량할 수 없으니 GTG 797

네 번째 읽기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심   
23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따랐더니 24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25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찬송 구원에 능하신 영원하신 아버지 GTG 8
 풍랑을 잠잠케 하시네 GTG 184
 홀로 배 위에 GTG 185

다섯 번째 읽기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의 귀신들린 자들을 고치심
28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들린 자들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29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30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 떼가 먹고 있는지라. 31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 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32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33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34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마태복음 9장
1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찬송 잠잠하라! 사납고 더러운 귀신아 GTG 180, 181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호산나 외치라! GTG 248
 우리 하나님은 강한 성이요 GTG 275
 

여섯 번째 읽기   예수님이 중풍 병자를 고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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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3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4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5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6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7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8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9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찬송 일어나라, 너희 빛이 오네! GTG 744
 나는 빛의 자녀처럼 걷기 원하네 GTG 377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네 GTG 720

일곱 번째 읽기   금식에 관한 질문
이번 읽기는 기적에 관한 것이 아닌 메시야로서의 예수님을 계시하는 말씀입니다. 
10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11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13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14 그 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15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 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16 생베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17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찬송 기뻐하라! 기뻐하라, 믿는 자들이여 GTG 362
 오라, 죄인들과 가난한 자들과 궁핍한 자들이여 GTG 415
 자비가 없는 세상의 떡 GTG 499

여덟 번째 읽기  한 소녀가 살아나고 한 여인이 치유됨
이번 읽기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두 기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8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19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 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20 열두 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를 만지니 21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22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23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24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25 무리를 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26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찬송 그 밤에 여인이 GTG 161
 무리 속에 숨어있는 여인 GTG 178
 울며 애통하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도 우시네 GTG 787
아홉 번째 읽기  두 맹인을 고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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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28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30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31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찬송 주님이 내 눈이 되어 주소서 GTG 450
 내 눈을 여소서, 그러면 내가 보겠나이다 GTG 451
 주여, 내 마음의 눈을 여소서 GTG 452

열 번째 읽기  예수님이 말 못하는 자를 고치심
32 그들이 나갈 때에 귀신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33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34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 오 수 많은 입술들아 GTG 610
 입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라! GTG 640
 주여, 제게 말씀하시면 제가 말하겠나이다 GTG 722

마침 기도
열방을 다스리시는 주 하나님,
모든 백성에게 당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명령을 듣고 행하게 하소서,
그러면 악한 영의 힘은 굴복할 것입니다.
당신의 치유의 은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과 함께 살고 다스리는 사람으로
성령의 연합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살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 읽기는 개역개정판(영어는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copyright © 
1989 by the Division of Christian Education of the National Council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허락을 받고 사용함. 판권 소유 추천 찬송은 Glory to God: The 
Presbyterian Hymnal (WJK, 2013)을 사용했습니다. 시작과 마침 기도는 공동 예배서(WJK, 2018), 
68, 360 을 사용했습니다.

묵상과 나눔을 위한 질문

마태복음 8:1–9:34절을 읽은 후에,,

(1)  이 기적들이 예수님에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은 사람들, 곧 제자들, 종교 지도자들, 군중들과 외인들이나 쫓겨난 자들(나병 
환자, 백부장, 귀신들린 자들, 세리, 죄인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십니까? 이 기적들이 오늘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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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을 따르는데 있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외인과 
쫓겨난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부름을 
받았습니까? 

             마태복음 25장 사역으로의 초청의 일환으로, 장로교 선교국이 제도적 가난, 구조적 인종차별과 교회 
활력 회복에 집중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의 질문들은 이러한 우선적인 사역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2)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를 다시 읽으십시오(마태복음 8:5–13). 예수님이 사방에서 나아와 천국에 
앉은 외인들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특히 주목하십시오. 이 말씀이 구조적 인종차별을 타파하는 교회의 
사역에 무엇을 제안해 줄 수 있습니까? 

(3)  예수님이 서기관과 제자들에 말씀하신 것과 폭풍을 잠잠케 하신 내용을 다시 읽으십시오(마태복음 
8:18–27). 예수님을 따르는 데에 어떤 도전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언제 두려움과 믿음의 부족을 
경험합니까? 이 말씀이 교회의 활력을 회복하는 교회의 사역에 무엇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4)  이 기적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떠올려 보십시오(마태복음 8:1–9:34). 누가 가난을 경험했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삶에 일으킨 변화는 무엇이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말씀이 
제도적 가난을 제거하는 교회의 사역에 무엇을 제시해 줄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색인 
다음 도표는 개정 공동 렉셔너리에서 마태복음이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알려주며 이 자료에서 제공되는 

다른 읽기(이탤릭체와 괄호)는 빠진 부분을 채우도록 해서 예배자들이 교회력 안에서 마태복음 전체를 
경험하도록 해줍니다. 복음서 전체를 읽기 원하시는 분들은 산상수훈 (마 5:1–7:29)과 열 가지 기적(마 
8:1–9:34)도 읽도록 합니다; 한가지 방법으로 이 자료에서 제공된 찬송 축제를 참조하십시오.

마태복음 1:1–17  성탄전일   12/24/22
마태복음 1:18–25 개정 공동 렉셔너리 대림절 4  12/18/22
마태복음 2:1–12 개정 공동 렉셔너리 주현절  1/1/23 
   또는 1/6/23
마태복음 2:13–23 개정 공동 렉셔너리 성탄절 1  1/1/23
마태복음 3:1–12 개정 공동 렉셔너리 대림절 2  12/4/22
마태복음 3:13–17 개정 공동 렉셔너리 주님의 수세 주일  1/8/23
마태복음 4:1–11 개정 공동 렉셔너리 사순절 1  2/26/23
마태복음 4:12–23 개정 공동 렉셔너리 주현절 3  1/22/23
마태복음 4:24–23 [개정 공동 렉셔너리 주현절 3에 추가]  1/22/23
마태복음 5:1–12 개정 공동 렉셔너리 주현절 4  산상수훈 1/29/23
 개정 공동 렉셔너리 성인 추모일  11/1/23
   또는 11/5/23
마태복음 5:13–20 개정 공동 렉셔너리 주현절 5  산상수훈 2/5/23
마태복음 5:21–37 개정 공동 렉셔너리 주현절 6  산상수훈 2/12/23

제도적 가난, 구조적 인종차별, 교회 활력을 위한 장로교 선교국의 사역에 대해 더 알기 원하시면 
pcusa.org/matthew25 를 방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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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5:38–48 (개정 공동 렉셔너리 주현절 7*)  산상수훈 
마태복음 6:1–6, 16–21 개정 공동 렉셔너리 재의 수요일  산상수훈 2/22/23
마태복음 6:7–17 [개정 공동 렉셔너리 재의 수요일 추가]  산상수훈 2/22/23
마태복음 6:22–23 [개정 공동 렉셔너리 재의 수요일 추가]  산상수훈 2/22/23
마태복음 6:24–34 (개정 공동 렉셔너리 주현절 8*)  산상수훈 
마태복음 6:25–33 개정 공동 렉셔너리 추수감사절 (Year B)  산상수훈 11/23/23
마태복음 7:1–20  산상수훈 
마태복음 7:21–29 (개정 공동 렉셔너리 주현절 9*)  산상수훈 
마태복음 8:1–13  열 가지 기적 
마태복음 8:14–27  열 가지 기적  
마태복음 8:28–9:8  열 가지 기적 
마태복음 9:9–13, 18–26 개정 공동 렉셔너리 제 5주간 열 가지 기적 6/11/23
마태복음 9:14–17, 27–34 [개정 공동 렉셔너리에 제 5주간에 추가] 열 가지 기적 6/11/23
마태복음 9:35–10:8 (9–23) 개정 공동 렉셔너리 제 6주간  6/18/23
마태복음 10:24–39 개정 공동 렉셔너리 제 7주간  6/25/23
마태복음 10:40–42 개정 공동 렉셔너리 제 8 주간  7/2/23
마태복음 11:1, 12–15 [개정 공동 렉셔너리 대림절 3에 추가]  12/11/22
마태복음 11:2–11 개정 공동 렉셔너리 대림절 3  12/11/22
마태복음 11:16–19, 25–30 개정 공동 렉셔너리 제 9주간  7/9/23
마태복음 11:20–24 [개정 공동 렉셔너리 제 9주간에 추가]  7/9/23
마태복음 12:1–21 부활절 5의 대체안 5/7/23
마태복음 12:22–37 성령강림절 대체안 5/28/23
Matthew 12:38–50 사순절 2 대체안 3/5/23
마태복음 13:1–9, 18–23 개정 공동 렉셔너리 제 10주간 7/16/23
마태복음 13:10–17 [개정 공동 렉셔너리에 제 10주간에 추가] 7/16/23
마태복음 13:24–30, 36–43 개정 공동 렉셔너리 제 11주간 7/23/23
마태복음 13:31–33, 44–52 개정 공동 렉셔너리 제 12주간 7/30/23
마태복음 13:34–35 [개정 공동 렉셔너리 제 11주간에 추가] 7/23/23
마태복음 14:1–12 주현절 2 대체안 1/15/23
마태복음 14:13–21 개정 공동 렉셔너리 제 13주간 8/6/23
마태복음 14:22–33 개정 공동 렉셔너리 제 14주간 8/13/23
마태복음 14:34–36 [개정 공동 렉셔너리 제 14주간에 추가] 8/13/23
마태복음 15:1–9 [개정 공동 렉셔너리 제 15주간에 추가] 8/20/23
마태복음 15: (10–20), 21–28 개정 공동 렉셔너리 제 15주간 
8/20/23
마태복음 15:29–39 부활절 2 대체안 4/16/23
마태복음 16:1–12 부활절 3 대체안 4/23/23
마태복음 16:13–20 개정 공동 렉셔너리 제 16주간 8/27/23
마태복음 16:21–28 개정 공동 렉셔너리 제 17주간 9/3/23
마태복음 17:1–9 개정 공동 렉셔너리 변화산 주일 2/19/23
마태복음 17:10–23 [개정 공동 렉셔너리 변화산 주일에 추가] 2/19/23
17:24–27 [개정 공동 렉셔너리 제 24주간에 추가] 10/22/23
마태복음 18:1–14 부활절 4 대체안 4/30/23
마태복음 18:15–20 개정 공동 렉셔너리 제 18주간 9/10/23
마태복음 18:21–35 개정 공동 렉셔너리 제 19주간 9/17/23
마태복음 19:1–15 [사순절 3 대체안에 추가] 3/12/23
마태복음 19:16–30 사순절 3 대체안 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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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0:1–16 개정 공동 렉셔너리 제 20주간 9/24/23
마태복음 20:17–34 사순절 4 대체안 3/19/23
마태복음 21:1–11 개정 공동 렉셔너리 종려주일 /고난주일 4/2/23
마태복음 21:12–22 부활절 6 대체안 5/14/23
마태복음 21:23–32 개정 공동 렉셔너리 제 21주간 10/1/23
마태복음 21:33–46 개정 공동 렉셔너리 제 22주간 10/8/23
마태복음 22:1–14 개정 공동 렉셔너리 제 23주간 10/15/23
마태복음 22:15–22 개정 공동 렉셔너리 제 24주간 10/22/23
마태복음 22:23–33 부활절 7 대체안 5/21/23
마태복음 22:34–46 개정 공동 렉셔너리 부활절 25 10/29/23
마태복음 23:1–12 개정 공동 렉셔너리 Proper 26  11/5/23
마태복음 23:13–37 [개정 공동 렉셔너리 제 26주간에 추가] 11/5/23
마태복음 24:1–35 승천주일 대체안 5/18/23
마태복음 24:36–44 개정 공동 렉셔너리 대림절 1 11/27/22
마태복음 25:1–13 개정 공동 렉셔너리 제 27주간 11/12/23
마태복음 25:14–30 개정 공동 렉셔너리 제 28주간  11/19/23
마태복음 25:31–46 개정 공동 렉셔너리 그리스도의 통치 주일  11/26/23
마태복음 26:1–13 사순절 5 대체안  3/26/23
마태복음 26:14–27:66 개정 공동 렉셔너리 종려주일 /고난 주일  4/2/23
마태복음 27:11–54 개정 공동 렉셔너리 종려주일 /고난 주일  4/2/23
마태복음 27:57–66 개정 공동 렉셔너리 성 토요일  4/8/23
마태복음 28:1–10 개정 공동 렉셔너리 부활절  4/9/23
마태복음 28:11–15 반유대주의적 의미 때문에 생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태복음 28:16–20 개정 공동 렉셔너리 삼위일체 주일  6/4/23
* 주현절 7, 8 and 9 는 부활 주일로 인해 2022–23 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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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기도를 위한 마태복음 읽기
이 매일 기도로 진행하는 마태복음 읽기 26주 일정은 일년에 마태복음 전체를 두 번 읽을 수 있게 
해줍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계획된 아래의 읽기표를 사용하십시오. 주일에는 여러분의 교회에서 한 
개 혹은 그 이상의 주일 예배를 위한 렉셔너리 읽기를 사용하십시오.

1주 차
월   1:1–17
화    1:18–25
수   2:1–12
목    2:13–15
금    2:16–18
토    2:19–23

5주 차
월   6:16–18
화    6:19–21
수   6:22–24
목    6:25–34
금    7:1–6
토    7:7–12

9주 차
월   10:1–4
화    10:5–15
수   10:16–25
목   10:26–31
금    10:32–33
토    10:34–39

2주 차
월   3:1–12
화    3:13–17
수   4:1–11
목    4:12–17
금    4:18–22
토    4:23–25 

6주 차
월   7:13–14
화    7:15–20
수   7:21–23
목    7:24–27
금    7:28–29
토    8:1–4

10주 차
월   10:40–42
화    11:1
수   11:2–6
목    11:7–10
금    11:11–15
토    11:16–19

3주 차
월   5:1–12
화    5:13–16
수   5:17–20
목    5:21–26
금    5:27–30
토    5:31–32

7주 차
월   8:5–13
화    8:14–17
수   8:18–22
목    8:23–27
금    8:28–34
토    9:1–8

11주 차
월   11:20–24
화    11:25–30
수   12:1–8
목    12:9–14
금    12:15–30
토    12:31-32

4주 차
월   5:33–37
화    5:38–42
수   5:43–48
목    6:1–4
금    6:5–6
토    6:7–15 

8주 차
월   9:9–13
화    9:14–17
수   9:18–26
목    9:27–31
금    9:32–34
토    9:35–38

12주 차
월   12:33–37
화    12:38–42
수   12:43–45
목    12:46–50
금    13:1–9
토    1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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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주 차
월   13:18–23
화    13:24–30
수   13:31–35
목    13:36–43
금    13:44–46
토    13:47–50

17주 차
월   17:24–27
화    18:1–5
수   18:6–9
목    18:10–14
금    18:15–20
토    18:21–19:2

21주 차
월   22:41–46
화    23:1–12
수   23:13–36
목    23:37–39
금    24:1–2
토    24:3–14

25주 차 
월  27:1–2
화    27:3–10
수   27:4–14
목    27:15–26
금    27:27–31
토    27:32–44

14주 차
월   13:51–53
화    13:54–58
수   14:1–12
목    14:13–21
금    14:22–33
토    14:34–36

18주 차
월   19:3–12
화    19:13–15
수   19:16–22
목    19:23–30
금    20:1–16
토    20:17–19

22주 차
월   24:15–28
화    24:29–31
수   24:32–35
목    24:36–44
금    24:45–51
토    25:1–13

26주 차
월   27:45–56
화    27:57–61
수   27:62–66
목    28:1–10
금    28:11–15
토    28:16–20

15주 차
월   15:1–20
화    15:21–28
수   15:29–31
목    15:32–39
금    16:1–4
토    16:5–12

19주 차
월   20:20–28
화    20:29–34
수   21:1–11
목    21:12–17
금    21:18–22
토    21:23–27

23주 차
월   25:14–30
화    25:31–46
수   26:1–5
목    26:6–13
금    26:14–16
토    26:17–25

16주 차
월   16:13–20
화    16:21–23
수   16:24–28
목    17:1–13
금    17:14–21
토    17:22–23

20주 차
월   21:28–32
화    21:33–46
수   22:1–14
목    22:15–22
금    22:23–33
토    22:34–40 

24주 차
월   26:26–30
화    26:31–35
수   26:36–46
목    26:47–56
금    26:57–68
토    26: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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