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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이, 네가 현명 

해지면 나는 아주 행복해 할 

것이다. 나는 네가 지혜의 

말을하는 것을 듣고 자랑 

스러울 것이다. (잠언 23:15-16, (KLB). 

English Version: 

     “My child, if you become 

wise, I will be very happy. I will 

be proud when I hear you 

speaking words of wisdom.” 
[Proverbs 23:15-16. Good News B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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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 보물을 

떨칠만한 

가치있는 말 
 

(Words worthy to treasure in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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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와 우상을기도하고 경배하지 

마십시오. 

NEVER PRAY AND WORSHIP TO 

IMAGES AND IDOLS 

     ‘너희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어떤 것의 

모양을 본떠서 우상을 만들지 말며  

그것에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벌하고 그의 

죄에 대하여 그 자손 삼사 대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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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를 내리겠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그 자손 수천 대까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신명기 5:8-10, 

KLB). 

English version: 

     “You must not make for 

yourself an idol of any kind, or an 

image of anything in the heavens 

or on the earth or in the sea. You 

must not bow down to them or 

worship them, for I,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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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God, am a jealous God who 

will not tolerate your affection for 

any other gods. I lay the sins of 

the parents upon their children; 

the entire family is affected—

even children in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s of those who 

reject me.  But I lavish unfailing 

love for a thousand generations 

on those who love me and obey 

my commands. [Deuteronomy 5:8-10, 

N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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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 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로마서 1:25, KLB). 

English version: 

     They traded the truth about 

God for a lie. So they worshiped 

and served the things God 

created instead of the Creator 

himself, who is worthy of eternal 

praise! Amen. [Romans 1:25, N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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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부모님 께 복종하십시오. 

OBEY OUR PARENTS 

 

     자녀들아 !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 : 1-3, KLB). 

English version: 

     Children,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for this is right. “Hon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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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r father and mother” (this is 

the first commandment with a 

promise),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that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Ephesians 6:1-3, 

E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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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선한 일, 친절, 사랑으로 

바쁘게합시다. 

LET US KEEP BUSY WITH GOOD 

WORKS, KINDNESS AND LOVE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6]. 

English version: 

     Train up a child in the way he 

should go; even when he is 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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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will not depart from it. [Proverbs 

22:6, ESV] 

     즐거움을 사랑하는자는 

가난한자가 될 것이다. 포도주와 

기름을 사랑하는자는 부유하지 

않을 것이다. [잠언 21:17, KLB]. 

English version: 

     Whoever loves pleasure will 

be a poor man; he who loves 

wine and oil will not be rich. 
[Proverbs 21:17, E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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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춘, 오래된 포도주 및 새로운 

포도주는 이해를 없앤다. [ 호세아서 

4:11, KLB]. 

English version:  

     Prostitution, old wine, and 

new wine take away 

understanding. [Hosea 4:11. World 

English B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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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디모데후서 2:22, KLB]. 

English version: 

     So flee youthful passions and 

pursue righteousness, faith, love, 

peace, along with those who call 

on the Lord from a pure heart.)   
[2 timothy 2:22, E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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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고린도전서 15:33, 

KLB]. 

English version: 

     Do not be deceived: “Bad 

company ruins good morals.”    
[1 Corinthians 15:33, E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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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을 가지고 일하십시오. 

WORK WITH FAITH 

------------------------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26, KLB). 

English version: 

 

     Just as the body without the 

spirit is dead, faith without works 

is dead. [James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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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다시피,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선한 

행동을하지 않으면 믿음은 죽고 

쓸모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2:17, KLB). 

      
English version: 

     So you see, faith by itself is 

not enough. Unless it produces 

good deeds, your faith is dead 

and useless. (James 2:17). 

 

 



20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HAVE FAITH THAT JESUS 

CHRIST IS GOD 

------------------------- 

 

     이걸 네 마음에 품어 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이시라도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분의 신성한 특권을 

포기하고 겸손한 위치에 서서 

인간으로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 났을 때, 

그는 하나님 께 순종함에있어서 

자신을 낮추었으며 십자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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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죽음으로 사망했습니다. 
(빌립보서 2 : 5-8, KLB). 
   
English version: 

     Have this in your mind, which 

was also in Christ Jesus, who, 

existing in the form of God, 

didn't consider equality with God 

a thing to be grasped, but 

emptied himself, taking the form 

of a servant, being made in the 

likeness of men. And being found 

in human form, he humbled 

himself, becoming obedient to 

https://newchristianbiblestudy.org/bible/world-english-bible/philippians/2/#explanation-christ
https://newchristianbiblestudy.org/bible/world-english-bible/philippians/2/#explanation-serv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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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ath, yes, the death of the 

cross. [Philippians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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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비를 베풀면 우리는 자비를받을 

것입니다 

GIVE MERCY AND WE WILL 

RECEIVE MERCY 

------------------------- 

 

    조심해! 형제 나 자매가 죄를 

지으면 멈추라 고 경고하십시오.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하루에 일곱 번 너에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너에게 돌아와서 

'나는 회개한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을 용서해야한다."              
(누가 복음 17 : 3-4, K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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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version: 

     “Take heed to yourselves. If 

your brother sins against you, 

rebuke him; and if he repent, 

forgive him. And if he sins 

against you seven times in a day, 

and seven times in a day turns 

again to you, saying, ‘I repent,’ 

you shall forgive him.” 
(Luke 17:3-4) 
 

    "나는 하느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형제 나 누이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말 쟁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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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볼 수있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이 

율법에 순종해야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합니다." (요일 4 : 20-21, KLB) 

 

  
English version: 

     If anyone says, “I love God”, 

and hates his brother, he is a liar; 

for he who does not love his 

brother whom they he has s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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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not love God whom he has 

not seen. And this commandment 

we have from him: whosever 

loves God must also love his 

brother. (1 John 4:20-21, ESV).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난한 형제를 보고도 도와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습니까? 

자녀들이여, 우리는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실하게 

사랑합시다. [1 요한일서 3:17-18, KL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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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version: 

     How do you say you love God 

if you have a lot of wealth and 

you do not see and help the poor 

brothers? Children, let us love not 

only in talk or word but in action 

and in truth.) [1 John 3: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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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이들에게 조언 
(Advice to you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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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3:1-35 
[Proverbs 3:1-35] 

---------------------------------------------- 

     내 아들아, 나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명령을 정성껏 지켜라. 

 그러면 네가 장수하고 평안을 누릴 

것이다. 

 너는 사랑과 성실이 너를 떠나지 

않게 하며 그것을 네 목에 매고 네 

마음에 새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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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과 신망을 얻을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지식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는 모든 일에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러면 그가 너에게 바른 길을 

보이실 것이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악을 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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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너에게 좋은 약이 되어 너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것이다. 

 네 재산과 네 모든 농산물의 

첫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 창고가 가득 차고 

포도주통에 새 포도주가 넘칠 

것이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언짢게 

생각하지 말아라. 

 아버지가 자식이 잘되라고 꾸짖고 

나무라는 것처럼 여호와께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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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꾸짖고 

나무라신다. 

 지혜와 깨달음을 가진 자는 

행복하다. 

 그것이 은이나 금보다 더 가치 있고 

유익하기 때문이다. 

 지혜는 보석보다 더 귀한 것이므로 

네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도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오른손에는 긴 수명이 있고 

왼손에는 부가있다. 그것은 

즐거움과 평화의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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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는 그것을 얻은 사람들에게 

생명 나무와 같습니다. 지혜가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 셨고, 

우주 공간을 미리 아 셨습니다. 

그는 깊은 바다를 지식으로 나누고 

공중에서 이슬 맺었다. 내 아들 아, 

좋은 지혜와 분별 

     그러면 그것은 당신의 영혼의 

삶이 될 것이고 당신의 삶은 

아름답게 꾸며질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길을 안전하게 갈 수 있고, 

당신의 발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잠자리에들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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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움없이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재앙이나 악인의 

멸망이 너희에게 임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당신이 

신뢰하는 분이 십니다. 선을 행할 

능력이 있다면 그것을 필요로하는 

사람들에게 주저하지 마십시오. 

네가 네 이웃에게 무슨 

말을해야한다면, "가서 

돌아와."내가 내일 네게 줄 것이란 

말 하지마. 너는 그를 즉시 도와 줘. 

 너를 믿고 사는 네 이웃을 해하려고 

계획하지 말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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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이 너를 해하지 않았거든 이유 

없이 다투지 말아라. 

 난폭한 자를 부러워하지 말며 그의 

어떤 행동도 본받지 말아라. 

 여호와께서는 악한 자를 

미워하시고 정직한 자와 친근히 

하신다.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으나 의로운 자의 집에는 축복이 

있다. 

 여호와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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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얻을 것이나 

미련한 자는 수치를 당할 것이다. 
(잠언 3:1-35, KLB) 

English version:  

     My son, don’t forget my 
teaching. Remember what I tell you 
to do.  What I teach will give you a 
good, long life, and all will go well 
for you. 

     Don’t ever let love and loyalty 
leave you. Tie them around your 
neck, and write them on your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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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n God will be pleased and think 
well of you and so will everyone else. 

     Trust the LORD completely, and 
don’t depend on your own 
knowledge. With every step you 
take, think about what he wants, and 
he will help you go the right way. 
Don’t trust in your own wisdom, but 
fear and respect the LORD and stay 
away from evil. If you do this, it will 
be like a refreshing drink and 
medicine for your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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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nor the LORD with your wealth 
and the first part of your harvest. 
Then your barns will be full of grain, 
and your barrels will be overflowing 
with wine. 

     My son,  do not reject the LORD’s 
discipline, and don’t be angry when 
he corrects you. The LORD corrects 
the one he loves, just as a father 
corrects a child he cares about. 

     Those who find wisdom are 
fortunate; they will be blessed when 
they gain understanding. Profit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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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es from wisdom is better than 
silver and even the finest gold. 
Wisdom is worth more than fine 
jewels. Nothing you desire has more 
value. 

     With her right hand, Wisdom 
offers long life—with the other 
hand, riches and honor. Wisdom will 
lead you to a life of joy and peace. 
Wisdom is like a life-giving tree to 
those who hold on to her; she is a 
blessing to those who keep her c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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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ith wisdom and understanding, 
the LORD created the earth and sky. 
With his knowledge, he made the 
oceans and the clouds that produce 
rain. 

     My son, don’t ever let wisdom 
out of your sight. Hold on to 
wisdom and careful planning. They 
will bring you a long life filled with 
honor. As you go through life, you 
will always be safe and never fall.       

     When you lie down, you will not 
be afraid. When you rest, your sle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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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 be peaceful. You have no reason 
to fear a sudden disaster or the 
destruction that comes to the 
wicked. You can trust the LORD to 
protect you. He will not let you fall 
into harm. 

     Do everything you possibly can 
for those who need help. If your 
neighbor needs something you have, 
don’t say, ―Come back tomorrow.‖ 
Instead, give it to him now, not 
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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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n’t make plans to harm your 
neighbor, who lives near you and 
trusts you. 

     Don’t take people to court 
without good reason, especially 
when they have done nothing to 
harm you. 

     Don’t envy those who are violent. 
Never choose to be like them. Such 
crooked people are disgusting to the 
LORD. But he is a friend to those who 
are good and hon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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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LORD curses a wicked family, 
but he blesses the homes of those 
who live right. 

     He will humiliate those who make 
fun of others, but he is kind to those 
who are humble. 

     The way the wise live will bring 
them honor, but the way fools live 
will bring them shame. 
(Proverbs 3:1-35, E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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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의 유익 

THE BENEFITS 

OF 

WIS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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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언 4:1-27 

Proverbs 4:1-27 

------------------------- 

     내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가 

가르치는 말을 잘 들어라. 유의해서 

들으면 깨달 음을 얻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건전한 것을 

가르친다. 너희는 나의 교훈을 

저버리지 말아라. 

      나도 한때는 외아들로서 부모의 

사랑을 받던 어린 시절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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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나의 아버지는 이런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셨다. “내가 하는 말을 

기억하고 잊지 말아라. 내 명령을 

지켜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라. 내 말을 

잊어버리거나 무시하지 말아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지혜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가 너를 지킬 것이다. 

     지혜는 가장 소중한 것이다. 

지혜를 얻어라. 그 어떤 것을 

희생하고서라도 깨달음을 얻어라. 
 지혜를 찬양하라. 지혜가 너를 높일 

것이다. 지혜를 고이 간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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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지혜가 우아한 화관을 네 머리에 

씌우고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내 아들아, 내 말을 듣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네가 장수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혜와 옳은 

길을 가르쳤으니  네가 걸어갈 때 네 

걸음이 방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네가 달려갈 때에도 걸려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내 교훈을 잊지 말고 

굳게 지켜라. 이것은 너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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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악인들이 가는 곳에 가지 

말고 그들의 행동을 본받지 말아라. 
 너는 악한 길을 피하고 그들의 길로 

가지 말며 돌아서라.  악인들은 나쁜 

짓을 하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으며 남을 해치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는다.  그들은 악의 빵을 

먹고 폭력의 술을 마신다.  

      의로운 자의 길은 점점 밝아져서 

완전히 빛나는 아침 햇빛 같으며  
 악인의 길은 캄캄한 어두움과 

같아서 그들이 넘어져도 무엇에 

걸려 넘어졌는지조차 알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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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들아,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주의 깊게 들어라.  그것을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네 마음에 

깊이 간직하라.  내 말은 깨닫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몸에 건강이 

된다.  그 무엇보다도 네 마음을 

지켜라. 여기서부터 생명의 샘이 

흘러나온다. 

      더럽고 추한 말을 버려라. 

거짓되고 잘못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라.  너는 앞만 바라보고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지 말며  네 

걸음을 조심하고  무엇을 하든지 

확실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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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 악에서 벗어날 

것이다. (잠언 4:1-27, KLB). 
 

English version: 

     Children, listen to your father’s 
teaching. Pay attention and you will 
learn how to learn. The advice I give 
is good, so don’t ever forget what I 
teach you. 

     When I was my father’s little boy 
and my mother’s dear son,  my 
father taught me this: ―Pay at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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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what I say. Obey my commands 
and you will have a good life. Try to 
get wisdom and understanding. 
Don’t forget my teaching or ignore 
what I say. Don’t turn away from 
wisdom, and she will protect you. 
Love her, and she will keep you safe. 

     ―The first step to becoming wise is 
to look for wisdom, so use 
everything you have to get 
understanding. Love wisdom, and 
she will make you great. Hold on to 
wisdom, and she will bring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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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or. Wisdom will reward you with 
a crown of honor and glory.‖ 

     Son, listen to me. Do what I say, 
and you will live a long time. I am 
teaching you about wisdom and 
guiding you on the right path. As 
you walk on it, you will not step into 
a trap. Even if you run, you will not 
trip and fall. Always remember this 
teaching. Don’t forget it. It is the key 
to life, so guard it well. 

     Don’t take the path of the wicked; 
don’t follow those who do evil. St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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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ay from that path; don’t even go 
near it. Turn around and go another 
way. The wicked cannot sleep until 
they have done something evil. They 
will not rest until they bring 
someone down. Evil and violence are 
their food and drink. 

     The path of those who live right is 
like the early morning light. It gets 
brighter and brighter until the full 
light of day. But the path of the 
wicked is like a dark night. They trip 
and fall over what they cannot s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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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son, pay attention to what I 
say. Listen closely to my words. 
Don’t let them out of your sight. 
Never stop thinking about them. 
These words are the secret of life and 
health to all who discover them. 
Above all, be careful what you think 
because your thoughts control your 
life. 

     Don’t bend the truth or say things 
that you know are not right. Keep 
your eyes on the path, and look 
straight ahead. Make sure you are 
going the right way, and nothing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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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ke you fall. Don’t go to the right 
or to the left, and you will stay away 
from evil. (Proverbs. 4:1-27, ER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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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WARNING 

------------------------ 

    너희는 내가 책망할 때 들어라. 

내가 지혜의 정신을 너희에게 부어 

주고 내 생각을 너희에게 알리겠다. 

너희는 내가 불러도 듣지 않았고 

오라고 손을 벌려도 거들떠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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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가 나의 충고를 무시하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나도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웃을 

것이며 두려운 일이 너희에게 닥칠 

때에 내가 너희를 비웃을 것이다. 

그 때에 두려운 일이 폭풍처럼 

너희를 덮치고 재앙이 너희를 

회오리바람처럼 휩쓸 것이며 

고통과 슬픔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가 나를 불러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며 그때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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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이것은 너희가 지식을 

멸시하고 여호와를 두려워할 줄 

모르며 나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내 책망을 업신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행실의 열매를 먹고 너희 책략의 

대가를 받게 될 것이다.  

     어리석은 자들은 제 고집대로 

하다가 죽을 것이며 미련한 자들은 

자만하다가 망할 것이지만 내 말을 

듣는 자들은 아무 두려움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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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하고 안전하게 살 것이다.” 

(잠언 1:23-33, KLB). 

 

English version: 

     Come and listen to my counsel. 

     I’ll share my heart with you and 
make you wise. 

     ―I called you so often, but you 
wouldn’t come. I reached out to 
you, but you paid no attention. You 
ignored my advice and reject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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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rection I offered. So I will laugh 
when you are in trouble! 

     I will mock you when disaster 
overtakes you — when calamity 
overtakes you like a storm, when 
disaster engulfs you like a cyclone, 
and anguish and distress overwhelm 
you. ―When they cry for help, I will 
not answer. Though they anxiously 
search for me, they will not find me. 
For they hated knowledge and chose 
not to fear the Lord. They rejected 
my advice and paid no attention 
when I corrected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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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fore, they must eat the 
bitter fruit of living their own way, 
choking on their own schemes. For 
simpletons turn away from me –to 
death.  

     Fools are destroyed by their own 
complacency. But all who listen to 
me will live in peace, untroubled by 
fear of harm.‖ (Proverbs 1:23-33, N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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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장 
INVITATION 

 

     우리는 성경의 작은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읽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점차적으로, 매일 아침 하나님 께서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책인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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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그의 가르침과 권고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위한 우리의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사랑으로, 

Roger Alim Rodrigue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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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version: 

     We just read a small part of the 
Bible. 
 
     It is our wish we may be able to 
read the whole Bible also. 
 
     Gradually, every morning that 
God has given us life and breath, we 
may be able to read the pages of the 
holy book, the Bible.  
  
     The Bible has full of God’s 
teachings and couns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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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d's Words are our daily food 
for our souls. 
 
    With love, 

   Roger Alim Rodriguez 

 

고맙습니다 

Thank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