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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의네팔의네팔의네팔의 높은높은높은높은 산들산들산들산들 중중중중에에에에
묵티나스묵티나스묵티나스묵티나스 라는라는라는라는 곳이곳이곳이곳이 있다있다있다있다.  

그곳은 "구원의 주님"  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많은 힌두교와
불교의 순례자들이 그곳의
"신비한 불의 성전"을 보려고
그곳을 간다.



1979 년, 나는 네팔에서 2달을보냈다.  

스위스친구워너번가드너와 포카라무트나
라는 산맥을따라 등산하였다.  그후 12월에는
에버레스트 산맥을 함께 등산하였다. 처음
등산에서는 우리는 매일 무르나에 있는 한
목적지를 향해 네팔산들을 따라 걸어갔다.  

거기에서 등산의 목적지인 "불의
성전"  이라불리는 곳을 볼수있었다.  

이것은 산꼭대기에 있는거의 평범해
보이는 오래된 건물이었다.



우리는 "신비로운 불의 성전"  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

볼수있었다.  거기에는 땅에서 부터 솟아나는 물의 작은

줄기가 있었다.  이것은 커텐뒤에 있는 작은 폭포수였다.  

그러나 그곳에는 그보다 중요한 어떤것이 있었다.  무한한

양의 가스가 그땅위로 취솟고 있었고,  수도승들에 의해

불이 비춰지고 있었다.  그래서 그 폭포수 위로 불길이

올라오고 있었다.  마치 영원히 타오르는 것처럼—

그것이 이 성전의 기적이었는데 힌두교와 불교 방문자들은

이 우주의 4 가지 기본요소 불,  물,  땅,  공기의 융화에 매우

놀라워했다.

상상해보라!  물위로 치솟는 불길,  그것도 영원히 타오르는

듯한,  등산객에겐 이 세상에서 발견된 아주 기이한 현상으로

여겨졌다.



6개월 후 나는 5년간 일하게 된 태평양의 섬,  구암으로 왔다.  

그곳에 온후,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자가 됬고 마침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다.

구암섬에 도착함과 내인생의 영적전환은 나에게 새로운
이해력을 더해주었다.  나는 하나님이 그 믿는자들에게 그분의
성령을 주었을때,  그 "신비로운 불의 형성" 이 인간에게 현실로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1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할때
일어났다.  인간은 그 빛에 의해 축복 받았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 되었다. 2

놀랍게도 그것은 한 인간이 "놀라운 불의
성전"  그 자체가 되어진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당신안에서 영원히
타오를 것이다. 3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의 샘인 4 생명수 를 5 영원토록 끊임없이
제공해 주신다는 것이다.

당신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인정함으로서
용서를 받았을때,  당신의 죄들은 예수의 피로서 덮어지고,  

당신은 하나님의 눈에 선하고 나무랄데없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서,  그것을 받을 가치가 없지만
예수의 의를 통해 당신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나타낸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단순한
인간을 신비로운 불의 성전으로 변화 시키듯이,  

전통적인 물물물물과 불불불불, 땅땅땅땅과 공기공기공기공기의 사용에 조차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1) 땅땅땅땅-- 인간의 육체는 하나님에 의해 땅의 티끌로부터

질그릇 같이 만들어졌읍니다.  그리고 그 육체는 인간의 영이
당분간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그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스러운 성전으로 변화시키십니다.

2) 공기공기공기공기-- 인간은 이것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인간을 만들었을때 생명의 숨을 그곳에 불어넣었습니다.  

인간은 처음 태어난 날부터 규칙적으로 숨을 쉬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함 없이 한순간도 더 숨을
들이마실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기보다 더 좋은 어떤것을 인간에게 주셨읍니다.  

땅의 대기권 위로 더 높은 경지의 존제를 알게하고 그곳에
대한 약속을 주셨읍니다.

하나님의 천국에서의 영원한 거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공기가 당신에게 이런 축복을 줄수 있겠읍니까?



공기는 한 인간이 불의
성전으로 변화되는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 믿음을 시인할때
공기를 사용하여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목적 들을
추구하자 우리는 영적인 '불'이
될것입니다.



3) 불불불불 -- 인간을 창조한 자로 부터온 값없는 선물,  

구원과 죄사함의 축복을 받은 당신의 변신된 육체는
신비로운 불의 성전으로 잘 표현되어집니다.

4) 샘물샘물샘물샘물 -- 이 성전은 많은 이들을 하나님의 천국으로
인도할 성령의 영원한 불과 생명수의 샘을 가지고
있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당신은 하나님으로 부터
2개의 중요한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그 하나는 당신안에
영원히 타오르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의 불불불불이 주어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수의 샘물샘물샘물샘물을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삶을 당신에게
줄것입니다.



지구에 사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이들은 새 지구와 새
역사의6 시작으로 가는 긴여행,  그 동쪽으로 가는 놀라운
여행을 하고 있다.  이 여행의 군단은 계속 많아지고
새로운 동반자들을 찾고 있다.  이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므로 좋은 형상이다.

루마니아 목사,  리차드 워엄브랜드는 그의 책 '높은 곳을
향하여'에서 "우리가 함께 올라 갈 많은 이들을 갖는다면,  

우리는 더 성공적으로 할수 있다." 라고 했다.

나는 구암섬에 잠시 머르른 후에 1980년도에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  그후,  스위스 친구 버너 역시 혼자서
같은해 그리스도를 믿는자가 되었다.



나의 등산 친구 버너는 전에 스위스
알프스와 히말라야산을 등산했었는데
스위스에 있는 집으로 돌아가기전 마지한
등산을 하고 싶어했다.  그 마지막 도착지는
이집트의 시내산 이었고,  이 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으로 알려진 곳이었다.

그 성스러운 산은 모세 가 '신비한 불'을7

보았던 곳이고,  그 타오르는 나무가지로
부터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후
모세는 그 산꼭대기에 있을때 십계명을
받았다.

버너는 그 시내산 꼭대기로 갈때 성경을
가지고 같다.



그 산 꼭대기에 도착했을때 그곳 에 앉아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다.  

그는 하나님의 영의 힘을 받아 변화 되었고,  예수를 믿는 자가 되었다.

시내산에서 내려왔을때,  내친구 워너는 예수를 주로 모셨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되었다.  그의 몸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거하는 그 신비한
불의 성전이 되었고 이는 정말 놀라 운 변신이었다.

그후,  그는 스위스의 성서대학에 가서 신학을 공부하였다는 것을
편지를 통해 알게 되었 다.  나와 함께 지구를 돌며 함께 여행하였던,  

스위스에서 빵을 굽던 오래된 친구가 스위 스 개신교의 전도하는 목사가
되었다.  그는 선교사적인 전도자가 되어,  그의 모국의 지방을 돌며
교회를 세우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

내친구 버너는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변신된 좋은 예가 된다.  그러나
이는 예수 그리 스도의 탄생이후 지구에서 산 수많은 세대들에게 수없이
일어난 예들중에 하나일 뿐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당신을
채워라.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타오르는 불길을 보려고 수킬로
먼곳에서부터 모여들것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당신의 타오르는 불길을 보려 고
수킬로 먼곳에서부터 모여들것이다.

우리의 여행이 끝났을때 둘다 예수를 믿고 따르게
된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훌륭한
많은 나라들에서 여러달 동안 함께 여행했고 이지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아들을 필요하는 가를 볼수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의 거룩한 아들의 힘으로,  나와
워너는 하나의 성령이 거하는 살아있는 신비로운 불의
성전이 되는것이 허락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변화되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리로8 가는 관문임음 알게 되었기에
믿는자가 되었다.  그는 변치않는
하나님의 수호자이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선포자이시다. 9 우리가 그의
얼굴을 볼때 천국의 사랑하는 아버지의
얼굴을 볼수있다. 10 그의 말씀음 들을때
천국과 지옥사이의 진리를 듣게된다. 11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은 완전한 의와
온전함을 입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그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12



예수는 진리와 계시에 관한 유일한
원천이시고, 13 진리를 찾는 모든이들의
마지막 목적이시다. 14

그는 인류역사의 마지막 목표이시고 새역사
시작의 원천이시다. -- 지구의 모든 것들을 소생
시키는 성스러운 빛으로서.

악한영이 이미 너무 많은 이들을 붙잡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더많은 자들을 사용하실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로서... 그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음을 선언하기에 자랑스러울 것이다.15



당신 역시 신비로운 불의
성전이 될수있다 !



당신은 예수를 믿고 그가
제공하는 생명의 물을16

받겠읍니까 ? 

그것은 당신에게 새삶을
일으키는 유일한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힌두교들이 생각하는 간지스강의 물에
있지 않다.  진정한 생명의 근원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영
원한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17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에 존재
하셨다"고 18 선언하셨고,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라고 19

말씀하셨다.  하나님에 대해 알고싶다면,  당신은 인간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인품을 보이신 예수님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다. 20

예수님은 선언하시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21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올자가 없
나니"22 라고 하셨다.



예수님은 천국의 문이시다. 23 그는 인간들이
하늘에 계신 전능한 하나님 앞에 갈수있는
유일한 통로이시다.

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할
수있는 계시의 관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
상의 진리이며,  세상의 빛 24 이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는 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높은 경지에 도달하게 하는 길이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그는 그 '길'이고 '유일
한 길'이시라 하셨다.  지금 20억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지구에 오신
그의 신성을 인정하고 있다.



당신은 수년동안, 또는 인생전체를 통해 진리를 찿았을
것이다.  지금 당신은 세상의 '빛'과 '길'로서 오신 예수 그
리스도의 진리를 듣고있다.

예수께서는 세상의 빛이시고25 당신 주위에 있는 어둡고
악한 세상에 빛을 주고 당신이 갈길을 제시해 줄수있다.  

그는 당신의 길에 빛을 비춰주고 당신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수 있다.

그분은 신이시며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어떻게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의 진리이신 그분을 담을수
있겠습니까?  단지 하나님께 구하십시요.  하나님은 그의 성
령을 당신안에 주실것이고 성경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실것
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신이심을 알
게될것입니다. 



이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의 주인
자리에 영접함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죄없는 분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오신 죄없는
분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려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신
분 입니다.



천국의 태양은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당신의 인생을
지켜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천국의
태양’  또는 ‘의로운 태양’ 

이라고 합니다.



그그그그 기도에는기도에는기도에는기도에는 다음다음다음다음 5555가지의가지의가지의가지의 중요한중요한중요한중요한 요소요소요소요소들이들이들이들이 고려되어야고려되어야고려되어야고려되어야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1) 1) 1) 1) 당신의당신의당신의당신의 과거에서의과거에서의과거에서의과거에서의 잘못된잘못된잘못된잘못된 인생에서인생에서인생에서인생에서 돌아서고자돌아서고자돌아서고자돌아서고자 하여야하여야하여야하여야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2) 2) 2) 2) 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희생을희생을희생을희생을 통한통한통한통한 죄사함을죄사함을죄사함을죄사함을 받고자받고자받고자받고자 하여야하여야하여야하여야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3) 3) 3) 3) 당신의당신의당신의당신의 인생에서인생에서인생에서인생에서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인도를인도를인도를인도를 받고자받고자받고자받고자 하여야하여야하여야하여야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4) 4) 4) 4) 성경공부를성경공부를성경공부를성경공부를 통해통해통해통해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진리를진리를진리를진리를 배우고자배우고자배우고자배우고자 하여야하여야하여야하여야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5) 5) 5) 5) 진실되게진실되게진실되게진실되게 믿는자들과믿는자들과믿는자들과믿는자들과 교제를교제를교제를교제를 하고자하고자하고자하고자 하여야하여야하여야하여야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을 신의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하는영접하는영접하는영접하는 기도기도기도기도를 간단히
하십시오.



예수님예수님예수님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말씀말씀말씀하셨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좋은좋은좋은 것은것은것은것은 그릇에그릇에그릇에그릇에 담고담고담고담고 못된못된못된못된 것은것은것은것은 내어내어내어내어
버리느니라버리느니라버리느니라버리느니라. 세상세상세상세상 끝에도끝에도끝에도끝에도 이러하리라이러하리라이러하리라이러하리라....
천사천사천사천사들이 와서 의인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갈라내어갈라내어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47절 - 50절



예수님께서는 또 몰래 자라나는 씨앗에
비유해서 이같이 말씀하셨읍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나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라.  열 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때가 이그렀 음이니라.”

마가복음 4장 26절-29절



Street Tracts in the Truth For East Asia series:
아름답고아름답고아름답고아름답고 귀한귀한귀한귀한 별별별별 (Korean/English)
<The Star Of Royal Beauty>

천국의천국의천국의천국의 태양태양태양태양 -------- 온온온온 세상을세상을세상을세상을 향한향한향한향한 빛빛빛빛 (Korean/English)
<The Sun Of Heaven— Light For All The World>

신비한신비한신비한신비한 불의불의불의불의 성전성전성전성전 (Korean/English)

<The Temple Of Miraculous Fire>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선택론선택론선택론선택론 : : : : 인류에인류에인류에인류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거대한거대한거대한거대한 계획계획계획계획 (Korean/Eng.)
<Divine Selection:  God’s Developmental Program For Earth>

추수감사절과추수감사절과추수감사절과추수감사절과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추수의추수의추수의추수의 때때때때 (Korean/English)
<Thanksgiving And The Time Of God’s Harvest>

Truthspeaking And Thanksgiving In South Korea
The Rock That Is Higher Than All

The Journey To The East:  My Trip To India & What I Learned From It
Heaven And Sri Lanka

Re-thinking The Asian Superheros

You can read all of the above messages free at our web sites. To help us make

evangelism tracts in South Korea, please telephone (02) 3472-9126 .

위의위의위의위의 전도지들은전도지들은전도지들은전도지들은 자유롭게자유롭게자유롭게자유롭게 읽을수읽을수읽을수읽을수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한국에서한국에서한국에서한국에서 전도지를전도지를전도지를전도지를 만드는데만드는데만드는데만드는데
돕고돕고돕고돕고 싶은싶은싶은싶은 분은분은분은분은 아래의아래의아래의아래의 전화번호로전화번호로전화번호로전화번호로 전화해전화해전화해전화해 주시기주시기주시기주시기 바람니다바람니다바람니다바람니다.... ((((02020202)))) 3472347234723472----9126912691269126



If you would like to support our work, you can pray for us and you may even wish to make

a gift toward the continuation and expansion of this writer’s evangelistic tracts outreach.  If so, 

please make the check payable to author Roddy Kenneth Street, Jr. and you may mail it to:

R. K. Street, Jr., 211 East Lebanon St., Mount Airy, NC 27030 USA.

Gifts will be used to cover publication cost for printed editions in paper booklet form.

Street Tracts in the Truth For East Asia series:

The Star Of Royal Beauty
The Sun Of Heaven – Light For All The World
The Temple Of Miraculous Fire
The God-Man Interface
Divine Selection:  God’s Developmental Program For Earth
Thanksgiving And The Time Of God’s Harvest
Truthspeaking And Thanksgiving In South Korea
The Rock That Is Higher Than All
The Journey To The East: My Trip To India & What I Learned From It
Heaven And Sri Lanka
Re-thinking The Asian Superheros



기억해야 할 사항들
1)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하나님께하나님께하나님께 말합니다말합니다말합니다말합니다.
2) 하나님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말씀하십니다말씀하십니다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주

읽어야겠습니다 !

혼돈과 역경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이겨내려는 당신의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보상하고
축복해주시기 원하십니다 !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26

26 John 8:36



당신 역시 신비로운 불의
성전이 될수있다 !



Bible Scriptures for numbered references found in this booklet:

1 Acts 2:1-4
2 1 Cor. 6:19-20
3 Eph. 4:30
4 Jer. 17:13,
John 4:10-14

5 John 4:14,
John 7:37-39

6 Rev. 21:6,
2 Pet. 3:9-13,
Rev. 21:1

7 Exodus 3:1-6

8 Mat. 7:13-14,
John 10:7-9

9 John 3:12-13,
John 6:38-40,
Mat. 13:34-35

10 John 6:46,
John 14:7-11

11 John 3:12-13
12 Rev. 22:12-16
13 Rev. 21:5-6
14 Mat. 19:28
15 Mat. 12:48-50

16 Rev. 21:6,
Rev. 22:17

17 John 4:11-14,
John 7:37-38

18 John 8:58
19 John 10:30
20 John 14:7-12
21 John 14:6
22 John 14:6
23 John 10:7-9
24 John 8:12
25 John 8:12

THIS GUIDE WAS WRITTEN FOR YOU BY. . .

Ken Street, a baptized believer of Jesus, following in His Way.

Bible Scriptures in the Korean language (Hangul) for all of

the numbered references in this tract-booklet appear on the

next few pages. . .



1 Acts 2:1-4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3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2 1Cor 6:19-20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3 Eph 4: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4 Jer 17:13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John 4:10-14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줄
알았더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11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5 John 4:14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John 7:37-39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고로 성령이 아직 저희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6 Rev 21: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2Peter 3:9-13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10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11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12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3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의 거하는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Rev 21: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7 Exodus 3:1-6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4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6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8 Mat 7:13-14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John 10:7-9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9 John 3:12-13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John 6:38-40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
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Mat 13:34-35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 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35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10 John 6:46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John 14:7-11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11 John 3:12-13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12 Rev 22:12-16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대로 갚아 주리라 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14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
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로다 15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밖에 있으리라 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13 Rev 21:5-6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14 Mat 19:28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좇는 너희도 열 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
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15 Mat 12:48-50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49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50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16 Rev 21:6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Rev 22:17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17 John 4:11-14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삽나이까 12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13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John 7:37-38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38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18 John 8:58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19 John 10:30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20 John 14:7-12  너희가 나를 알았더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8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10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21 John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22 John 14: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23 John 10:7-9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8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9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24 John 8:12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25 John 8:12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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