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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는 사랑(2)   

연단 중에도 하나님 사랑을 굳게 믿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
임을 믿으며, 오직 선만 행할 때 영적인 사랑을 이룰 수 있다.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4)   

‘이스라엘 선교 12주년 기념 특집’으로 2004년 이스라엘 성지순례의 
감동을 되새기며 함께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주님이 계시니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역사로 이명 증세가 사라진 김종은 집사와 종양이 
확연히 줄고 미각이 되살아난 일본 히와타시 미끼코 집사의 간증.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맞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참혹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마다하
지 않으신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를 향하신 위대한 사랑을 보이셨다. 

만민중앙교회, ‘지역복지 발전 공로’ 감사장 수상

고난주간 맞아 사진으로 보는 ‘비아돌로로사’ 

“내 마음 깊이, 십자가 사랑을 새깁니다!”

1처소/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곳.

          현재 아랍 사람들의 초등학교가 서 있다.

2처소/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기 시작하신 곳으로 채찍교회가 서 있다.

3처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첫 번째로 쓰러지신 곳.

    이곳에는 1856년 세워진 아르메니아 기념교회가 있다.

4처소/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만나신 곳. 

5처소/ 현재 리비아인 구레네 지방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대신 지게 한 곳으로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다.

6처소/ 혈루병을 치료받은 여인이 성난 군중과 병사들 틈을 뚫고      

         들어가 피땀으로 범벅 된 예수님의 얼굴을 닦아드린 곳.

7처소/ 예수님이 두 번째 쓰러지신 곳.

8처소/ 예수님이 슬피 울며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말씀하신 곳.

9처소/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거의 다 올라가 세 번째로 

 쓰러지신 곳.

10처소/ 골고다 언덕에서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긴 곳. 

11처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곳.

12처소/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신 곳. 

13처소/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놓은 곳.

14처소/ 예수님이 묻히셨던 곳.

※ 10~14처소는 모두 성묘교회 안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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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는 사랑(2)

“사랑은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 고린도전서 13:4~7 -

1.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이란?     

2. 모든 것을 참고 믿으며 바라고 견디려면   

1) 연단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2)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지름길임을 믿어야 합니다  

3) 모든 것을 견디려면 오직 선만 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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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선교 12주년 기념 특집 4 〉〉〉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37)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4)



“이명 증세가 사라져 날아갈 듯 좋습니다!”
김종은 집사 (83세, 2대대 16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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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종양이 확연히 줄고 미각이 살아났어요!”
히와타시 미끼코 집사 (69세, 일본 야마가타만민교회)

◀ 기도받기 전

기도받은 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