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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14일, 사촌으로부터

3일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모님의 몸이 반응하기 시

다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12월 초부

작했고, 의식이 돌아와 눈을 뜨고 낮은 목소리로 말을 하실 수 있

터 몸이 아팠던 이모님(알리스 단두,

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79세)이 병세가 악화돼 병원에 입원

사촌은 너무나 기쁜 마음에 제게 전화해 이 소식을 전했지요.

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모님이 완전히 치료받기까지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를 계

저는 사촌에게 의사와 통화할 수 있

속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도록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제게

✦

이모의 뇌의 기억장치 부분과 뇌의 아랫부

그다음 날인 12월 18일, 의사와 통화하게 되었는데 그는 제게

분에 있는 연수가 심각하게 손상됐으며, 이곳은 많은 신경 조직

말했습니다. “목사님, 당신의 이모님이 깨어났습니다. 상태가 호

이 모여 있고 심장박동, 호흡, 체온조절 등 많은 부분을 담당한다

전되고 있으며 기억력도 회복되었습니다. 당신의 목사님은 진정

고 했지요. 이미 이모님의 몸은 부패하기 시작했고 장내 세균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급격히 증식하면 72시간 안에도 사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모님은 저를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아들과 같이 키워

✦
저는 의사에게 이모님과 통화할 수 있는

주신 분이었기에 사랑하는 이모를 잃을까 두려웠습니다. 입원비

지를 물었고, 의사는 짧게 가능하다고 했

와 치료비를 지불해야 치료에 들어갈 수 있기에 저는 미국에 살

습니다. 이모님의 목소리를 들으니 너무

고 있는 제 딸에게 도움을 받아 신속히 지불했지요.

나 기뻤습니다. “제가 누군지 아세요?”

의사들은 중환자실에서 다양한 조치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라고 물으니 이모님은 “그래, 내 아들

이모님의 병세에는 차도가 없었고, 몸에서는 썩은 냄새가 나는

아. 너는 내 조카 아라오지”라고 대답

액체가 흘러나와 옷과 침대 시트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셨지요. 그리고는 “나는 깊고 평

✦
저는 만민중앙교회 선교지 ‘만민뉴스’를 포르투갈어로 번역하

안한 잠을 자고 일어났단다. 저 멀
리서 한 온화한 남성의 목소리를

는 일을 봉사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포르투갈어 만민뉴스(113호)

들었는데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반

를 번역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자동응답

복해서 내게 말했고 이후 내 영혼이 다시 내 몸

서비스(ARS) 기도를 통해 고추나무가 2미터 이상 자라고 고추가

으로 돌아왔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열려 대풍작을 이뤘다는 한국의 강향숙 집사님의 간증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저는 즉시로 번역하던 것을 멈추었습니다. ‘만약 내가 이모님
께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듣게 해 준다면 비록 죽음 직전에 계

저는 나지막한 목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쳤
습니다. 그날 이모님은 퇴원하셨고, 이제는 혼
자서도 식사하시고 걷기도 하시며, 건강이 회
복되고 계십니다.
✦

시지만 틀림없이 살아나실 것이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
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회개 기도를 하면서 이모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받기 위한 준비를 했습니다.
컴퓨터에서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환자기도 영상을 틀고, 컴
퓨터 앞에 이모님의 사진을 올려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당회장님

이모님을 치료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
며, 하나님의 사람 이재록 목사님의 기
도를 통해 이모님을 살려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
광을 올려 드립니다.

의 눈을 바라보면서 반복적으로 기도를 받았습니다. 병원에 있는

또한 만민뉴스를 통해 간증해 주신 강향숙 집사님께도 감사드

사촌에게 전화해 이모님의 귀에 휴대폰을 대고 제가 틀어주는 당

립니다. 저는 그분의 간증을 보고 따라함으로 응답받을 수 있었

회장님의 환자기도를 반복해 듣게 하였지요.

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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룻의 선(㶚)
“룻이 가로되…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룻기 1:16~17)
⸌㔵㉲㉙㉴⼎⾎ゞ

시편 119편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

는 자신의 진심을 나타냅니다. 룻기 1장 16~17절에 “룻

이처럼 그 결과가 분명히 대조를 이루는 두 가지 선택

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했습니다. 이처럼 선하신 하

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의 길이 있었습니다. 육으로 보면 한 길은 고생이 훤히

나님을 닮아 우리도 참으로 선하고 깨끗한 마음이 될 때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보이는 길이요, 한 길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

시어머니인 나오미도 며느리를 생각해 고생길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

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행복의 길을 택해 가라고 강권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고 사람으로서는 감당하기 힘든 많은 고난을 받도록 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도 룻은 앞뒤 상황을 재거나 자신에게 어떤 길이 유익될

어주신 것도 바로 이를 위해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지를 계산한 것이 아니라 단호히 자신의 도리를 좇아 홀

를 믿음으로 단지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이 아니라 진실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로된 시어머니를 섬기는 길을 택했던 것입니다.

로 마음이 의롭고 선하며 깨끗하게 변화된 참 자녀를 얻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지요.

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신앙 안에서도 도리를 좇는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아무 의지할 곳도 소망도 없는 늙은 시어머니와 자신

영적인 성장이 빠릅니다. 마음이 선한 사람은 죄에서 구

그리하여 성경상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이고 실

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함께하겠다는 절절한 사랑의

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에 감사

질적인 선의 분야들을 살펴볼 때, 진리 안에서 나는 마음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자신의 도리를 좇아 행하고자

하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당연한 도리라고 여

의 선을 얼마나 이루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는 마음이 변함없었던 것입니다.

깁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성수하고, 십일조를 드리며, 계

먼저, 자신의 도리를 좇는 선을 온전히 이룬 룻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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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룻은 이방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증조

명들을 지키게 되지요.

모로서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

도리를 좇는 편을 택하는 선한 마음이라면 하나님께

니다. 과연 룻은 어떠한 선의 마음을 소유했기에 이처럼

십일조를 드리는 것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해

축복받은 여인이 됐을까요?

은혜의 체험을 하면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이 원래는 하
나님의 것임을 알게 되고,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

구약 성경 룻기를 보면 참으로 비참한 상황에 처했으
면서도 선한 마음을 소유함으로 누구보다도 축복된 삶

㓮ⷹⴛヂ㉛㊏㓮ㄶⷧ⼬㉔テ

으로 십분의 일만을 드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결

을 살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㉖ㄧ㈷㕝ィ㓝⽳⸧⼺⼲㊚ⷖ⽂㈹

코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래서 비록 초신자

룻은 모압에 살던 이방여인으로서, 심한 흉년을 피해

‘도리’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바른 길을 말합니

라 할지라도 마음이 선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시작한

모압 땅으로 이주해 온 이스라엘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

다. 자녀는 부모를 섬기고, 형제간에 우애하며, 나이 어린

후 주일 성수와 십일조 생활을 잘합니다. 이처럼 선의 마

다. 그런데 이 집안의 남자들이 후손을 남기지 않고 모두

사람은 어른을 존중하는 등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음으로 신앙의 성장도 더 빨리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맞는 비극을 겪게 되어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동

할 바른 길을 갈 때 이를 ‘도리를 좇는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을 지켜 드림으로 내가 믿는다는 증

서 오르바, 그리고 룻만 남게 되었지요. 나오미는 “여호

이처럼 도리란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이기에 이

표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며, 하

와께서 자기 백성을 권고하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를 굳이 선이라 할 수 없는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룻을 선

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증거가 됩니다. 처음에 도리를 좇

는 소식을 듣고 모압을 떠나 고향인 유다로 돌아가려 합

하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 하나님의 뜻을 택했다면 그 택한 길이 하나님께서 약

룻이 자신에게는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음은 물론 자

속하신 축복의 길이기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체험을

신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임을 알면서도 도리를 좇는 길

주시고 믿음이 되게 해 주시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우리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남자가 없는 집안에 소망 없이

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가지 않

가 룻처럼 자신의 도리를 좇는 선이 있으면 가정이나 직

지내야 할 며느리들을 안쓰럽게 여겨 그들에게는 타국

고 친정으로 돌아가면 일가친척이 있고, 재혼할 수도 있

장에서는 물론,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육 간에 체

인 유다 땅에까지 따라 오지 말고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

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를 좇아간다면 낯선 땅에서

험을 주시며 영적 믿음이 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갈 것을 권했던 것입니다. 이에 오르바는 울며 떠났지만

당장 먹고 살 뚜렷한 방안도 없었지요. 더욱이 시어머니

룻은 계속해 시어머니를 붙좇았지요. 이러한 룻에게 나

는 나이가 들어 룻이 모든 생활을 책임져야 합니다. 또

오미는 재차 “너도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강권합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남편도 없고 자녀도

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인 오르바와 룻에게는 “너희는 각
각 어미의 집으로 돌아가라” 했지요.

그런데 룻은 더욱 단호한 말로 어머니를 붙좇고자 하
⽕⿉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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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닌 성실과 진심으로 변함없이 행했기 때문입니다.

번 하다가 그치지 않습니다. 상대의 유익을 위해 자신을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는 것을

희생하며 사람으로서 바른 도리를 좇는 것이 하나님 뜻

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유의지 가운데 성실함과 진실함

이기에 룻처럼 변함없이 선을 행하지요. 바로 어떤 상황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

으로 변함없이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축복해 주시지

에서도 변함없이 선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에 다니게 하시리로다”라고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룻은 시어머니를 좇아 유대 땅으로 온 후로 한 번도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합 3:17~19).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고 처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시어머니를 섬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진리 말씀을 아는 하나님의 자

우리 주의 종님들과 모든 일꾼이, 그리고 모든 성도님

녀들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

이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 된 도리, 주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당장 일용할 양식을 구해

밖에 없는 사망의 길에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영생

의 종의 도리, 그리고 주의 일꾼 된 도리를 다하고자 하

야 하는 처지였기에 온종일 주운 이삭을 가지고 시어머

을 약속받았습니다.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은 사람의 도리

며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면 하나님

니를 공궤하면서도 기쁘게 여겼고, 그날 있었던 일들을

이지요. 더군다나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요,

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심

조곤조곤 상세히 아뢰었지요. 친딸보다 더한 성심으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므로 얼마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사랑

시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려 사랑으로 섬긴 것입니다. 그

뜻을 좇아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도리를 다했는지

과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되며, 또 여러분에게 은혜

래서 시어머니도 룻을 친딸처럼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신 분의 은혜를 잊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했습니다.

특히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 “내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

이러한 룻의 행실은 베들레헴 성읍 사람들에게 알려

습니다”라고 고백한 분들은 그 마음에 변함이 없는지 살

져 칭송을 받았습니다. 성읍의 유력자인 보아스가 시어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 선

가정에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혹은 교회에서 영적인

머니의 근족으로서 룻의 기업 무를 자가 돼 룻을 아내로

을 이루시며 반드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분이기에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얼마나 자신의 도리를 다하고 계

삼게 됐고, 그녀는 영육 간에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해도 항상 감사와 기쁨으로

신지요? 만일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됐다면 영육 간에 자

(룻 2:20, 레 25:25). 룻이 보아스에게서 낳은 아들 오벳

달려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의 도리를 좇아 변함없이 행할 것입니다.

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로, 룻은 이방여인이면서도 예
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 중심이 선한 사람은 선한 일을 할 때 몇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룻과 같이 자신의 도리를 좇는 선을 온전히 이뤄 하나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님께서 예비하신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ኊྞལ๕྄ቁၴ

Ô㉙㉴⼎⾎ゞⷹ㉔㊇ヂ⽃㑎㓷
ハⲎ㉔〒㉊㉈ⶕ⽋㊉㓮ⲚㅀㄳⷴⷾÕ
㈴㍢㎨㋨ゞ ⽘㉙ㄶ㆗ㄶ〧㉧ㆰ⽕⿉㋡ハ㊉
ć㈴㍢㎨㋨ゞ ㈍㌓㇐ヂパ⿳㋹ ㇼⱎ㊢
저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의 저서에 큰 은혜를 받아 2013년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 일부가 좋은 가격에 팔려 부채를 모두

부터 여러 문화제에서 당회장님의 저서를 판매하던 중, 이곳 시

갚을 수 있었고 운영하던 음식점도 좋은 가격에 임대할 수 있었

부 자야에도 서점과 성전을 세워야겠다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지요. 현재는 음식점을 비롯해 보유한 부동산을 모두 임대하여

2018년 한국을 방문하게 되어 당회장님의 저서를 통해 문서

세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 가족은 생활비를 걱정하지

선교를 이루는 ‘우림북’ 담당자를 만나 서점 운영에 대해 협의

않아도 되어 하나님의 일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서점도 운영할

한 뒤 귀국하자마자 제가 소유한 건물 2, 3층의 임대를 해지하

수 있었습니다.

고 서점과 성전 인테리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재정이 여유롭게 준비된 것은 아니었지만 생명의 말씀을 전

마침내 작년 말, 성전을 완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서점
은 지난 1월 7일에 정식으로 오픈하였습니다.

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준비했습니다. 공사

저는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지만 아버지 하나님과 주님의 은혜

를 진행하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나아가

로 이 모든 일이 가능했습니다. 서점과 성전을 통해 만민과 더

니 2020년부터는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욱 하나 되어 세계를 이뤄가기를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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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말, 제가 운영하는 CCTV 사업터가 난항

하였지요. 그러던 2018년 12월 토요일, 그날도 당

하던 반도체업체로부터 반도체 생산 문제로 공급

을 겪게 되면서 2018년 3월에 폐업의 위기를 맞았

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께서 인도하셨던 특

이 어렵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지요. 그 당시 세계적

습니다. 그 당시 저는 아침을 맞는 것이 몹시 두려

별찬양을 듣고 있는데 여느 때와 달리 멘트가 크게

으로 반도체 수급이 좋지 않은 때였습니다.

울 정도였지요.

마음에 새겨지며 그 자리에서 통회자복을 하게 되

저는 12일에 대교구장님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

때마침 2월 26일부터 진행되고 있던 ‘2회 연속

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터를 운

을 기쁘시게 할 일을 찾아 기도할 때에 교회 행사

특별 다니엘철야’에 참석하며 지푸라기라도 잡는

영하기 원하는 제게 그 전날 결정한 일을 통해 큰

‘만민찬양제’가 떠올라 15일에 찬조 헌금을 드렸습

심정으로 지난날의 삶을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하

깨우침을 주신 것이었지요.

니다. 놀랍게도 그다음 날, 공급 상황이 어려웠던
반도체 물량이 대만과 중국에서 확보됨으로 정상

였습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하나님 말씀

저는 “아버지 하나님! 미련하고 어리석어 하나님

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제 뜻대로 살며 제가

뜻도 깨닫지 못하고 성령의 음성도 잘 듣지 못하니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며 늘 하나님 말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은 귀로라도

대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며 사랑으로 인도

듣게 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

9월 13일 은사 집회 때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

해 주신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을 생각하니 너무나

뒤 하나님께서는 누나 김은정 권사님을 통해 여러

데 부족했던 제 모습이 떠올라 회개의 은혜가 임했

죄송하고 민망했지요. 저는 “어려운 상황이 오더라

신앙적인 조언을 듣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말들

습니다. 그 뒤 이수진 목사님의 권능의 손수건 기도

도 저희 가족 모두 신앙생활 잘하게 해 주세요”라

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 좇기를

를 받았는데 뜨거운 불이 임했지요. 이틀 뒤, 놀라

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꿈에서

즐겨했습니다.

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회장님을 뵈었습니다.

✦

적으로 납품할 수 있었습니다.
✦

일본 바이어로부터 일본 협력사가 대기업에

꿈에서 어느 일꾼이 당회장님께서 저를 기다리

2019년 말에는 아동주일학교에 부장이 필요하다

CCTV 제품 납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

신다고 하여 따라가니 당회장님께서 호수에서 낚

는 말을 누나로부터 전해 듣고 저보다 믿음이 좋은

다는 말을 전해 들은 것입니다. 그 제품은 저희 카

시하시다가 저를 보시고는 낚시대를 제게 주셨습

아내(이성애 집사)를 부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지

메라를 사용하고 있었기에 저희는 실사를 받게 되

니다. 그런데 한참동안 낚시대를 내리고 있어도 물

금 생각해 보면 이 일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는 축

었지요.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하나님의 역사

고기 한 마리를 잡지 못했지요. 당회장님께서는 물

복받을 그릇을 준비하도록 하신 것 같습니다.

로 일어난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으셔서 제게 맛있게 구워 주시며

2020년 초, 어떠한 계기로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

10월 10일, 저는 대대교구장님의 기도를 받은 뒤

“집에 갈 때에도 가져가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

진 목사님의 기도를 받게 되었는데 그 일이 잘되어

순풍에 돛을 단 듯 12일 실사를 통과했고 20일에는

다. 그 꿈을 꾸고 나니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이후

축복을 크게 받았습니다.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

1차 오더, 11월 20일에는 2차 오더를 수주해 많은

정부 정책자금 승인이 나서 공장을 다시 운영할 수

해 모두가 어려운 해였음에도 사랑으로 세밀하게

이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더 큰 축복은 수입업체의

있게 되었지요.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었지요.

특성상 지속적인 거래를 원하기에 앞으로 다년간

✦

교구장님의 말씀으로 6월 7일, 아내와 대대교구

수출길이 열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대로 하

장님의 권능의 손수건 기도(행 19:11~12)를 받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쁘시게 할 일을 찾아 순종

리라’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되었는데 이틀 후 계획에 없던 대량 주문의 축복을

해 나갈 때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사랑의 아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방법인 줄 깨닫지는 못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자재 점검 과정에서 거래

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Ⳅⶂ㋡Ⲿ㔵㋡ハ㊉㋁ョ⿒㇛⻕㍚

Ā ⾎㒸⽕⿉Ⲿ㔵 ㊉⾎㒸ㄶオ⹂お㒅⼍㎥

Ʈ
Ā ⾦㆙⽕⿉Ⲿ㔵 ㊉⾦㆙ⳅ㓷㊑⾆㓷㊑㋡⸸⼍

Ʈ 
Ā ⿋ㆸ⽕⿉Ⲿ㔵 ⲓ⿋ㆸㄶㄶ㍢ヂ⳱

Ʈ 
Ā 〧ァ⽕⿉Ⲿ㔵 〧ァⲯ㇙ㄶ〧ァ㋣ⳃ⹂㒳⼍

Ʈ 
Ā ⲥ㋁⽕⿉Ⲿ㔵 ㎍ⲥ㋁ㄶ⿳⼍
Ā ゞ⻜⽕⿉Ⲿ㔵 ㎍ⲕ⼥ㄶ㇇ゞ⾆㔁㓰⽋

Ʈ 

Ʈ 
Ā ⲯ㋁⽕⿉Ⲿ㔵 ⲯ㋁ⲯ㇙ㄶヂⳃ㓮⸐⼍⿳⳱ Ā ヂァ⽕⿉ハⲎⲾ㔵 ㎍ヂァㄶ⾦㓯⼍

Ʈ 

Ʈ
Ā ⳃ⿇⽕⿉Ⲿ㔵 ⲓ〨㎪ⲛⳅ〨ウ㉋⳨⸐⼍⳱ Ā ヨ㍱⽕⿉Ⲿ㔵 ⱚ㈧⸸ヨ㍱ㄶ⽕⽋ⲥ㈧⳱㎥ Ⲿ⹂ 

Ʈ 

Ʈ 
Ā ⳳ㓷⽕⿉ハⲎⲾ㔵 ⲓⳳ㓷ㄶウ㊏⹂⽻㓦㆗㎥
Ā ㄍ㍜⽕⿉ハⲎⲾ㔵 ㊉ㄍ㍜ㄶ㉲㒳⳱㎥

Ʈ

Ʈ
Ā 㒸㓶⽕⿉Ⲿ㔵 ⲓ〨㒸㓶ㄶⳃガ㍜ⶩ⸐⼍
Ā ㆗ァ⽕⿉Ⲿ㔵 ㎍㆗ァㄶⳒⲛ⹂ ㍢㈝⼍ 

Ʈ 

Ʈ 
Ā ㇘ㄋ⽕⿉Ⲿ㔵 ㊉㇘ㄋㄶ⹓⸛⳱
Ā ⸐㊉⽕⿉Ⲿ㔵 ⸐㊉ⲯ㇙ㄶ⸐⸛ⳃ⸐㔪⼍
Ʈ 
Ʈ  
Ā ㉚ァ⽕⿉Ⲿ㔵 ㊉〨㉚ァㄶ㒳⹂⼍⳱
Ā ⽓ァ⽕⿉Ⲿ㔵 ⲓ㍉㈧ㄶ⽓ァ㔵㈧ⳃ

Ʈ 

Ʈ
㋁㉜⸐㋁㉜㊇ⶨ⳨㈓㍝ㆰ⽃
ヂ㈞⽕⿉㋊ㆤⲾ㔵ㇼ166⽃㑎㓷⹂ㄶ㔪オ⼍⽐ⷴⷾ

Ā ㊉㋁⽕⿉Ⲿ㔵 ㊉〨㊉㋁ㄶㇾァⳃ㓰㊊⳱

Ʈ 
Ā ㋣㋁⾩⽕⿉Ⲿ㔵ⲓゞ㍜ㄶゞ㍜㉋テ㉛⳱⹂㔠

Ʈ 
Ā ㍜㆙⽕⿉Ⲿ㔵 ㎍㍜㆙ㄶヂ〨ⳃハ㊏⳱

Ʈ 
Ā ㍢㋁⽕⿉Ⲿ㔵 ㎍〨㍢㋁ㄶ㕬⸛ⳃㇰァ⾆ⱎ⻕⳱

Ʈ 
Ā ㎈㍜⽕⿉ハⲎⲾ㔵 ⱚ㈧⸸㎈㍜ㄶㇰァ㒸⳱

Ʈ
Ā ㎍㋁⽕⿉Ⲿ㔵 ㎍〨㎍㋁ㄶ㈚ァ⹂

Ʈ 

Ā 〧㒳㋡ハ㊉ ㉛㍜ⲯ㇙ㄶ〧㒳ⳃ㋁〧㑇⼍㎥

Ʈ
Ā 〨〧㋡ハ㊉ ヂ㈞ㄶⱚ〨ⳃ⸸〙⼍

Ʈ 
Ā 〩⸌㋡ハ㊉ ハㄶ〩⸌ⳃㆰ㐡⼍

Ʈ
Ā ㄋ㈧㋡ハ㊉ ⲓⳭ⸸ㄋ㈧ㄶ㒉⸃⾩⼍⿳⳱㎥

Ʈ 
Ā ㆙ァ㋡ハ㊉ ⲓⳭ⸸㆙ァㄶオ⼎ⳃⲯ⸛ァ⼍㉇ハき㎥

Ʈ 
Ā ㊩⸸㋡ハ㊉㉛㍜ⲯ㇙ㄶ ㋊ⳃ㉇㓮ㄋ⼍⹂㔠

Ʈ
Ā ㉔㊏〧㋡ハ㊉ⲓⳭ⸸㉔㊏〧ㄶ㒳㔪⼍㎥

Ʈ 
Ā ⱚ⹂㋡ハ㊉ ヂ㈞ㄶⱚ⹂ⳃㆸ㉴⸐⼍㔠㈼き㋡㓮 Ā ㉙㍜㋡ハ㊉ ⲓⳭ⸸㉙㍜ㄶ㉙ヌ⸐㍜⼍⿳⳱

Ʈ 

Ʈ 
Ā ㉛㍜㋡ハ㊉ ㉛㍜ⲯ㇙ㄶ⹂ⳃⳃ㈨⼍パき㎥
Ā ⱸ⸁㋡ハ㊉ ㉛㍜ㄶヂⳃㇾ㊏⼍
Ʈ 

Ʈ
Ā ⳃ⽋㋡ハ㊉ ⲓⳭ⸸ⳃ⽋ㄶ㆙Ⲟ⼍ⲯ⾊き㎥ Ā ㉜ァ㋡ハ㊉ ⲓⳭ⸸Ⲛㆸㄶ㉜ァ⹂ⳃⱚ㍳⼍㆗㈧%'

Ʈ 

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