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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과 하나님의 위로
고린도후서 1:1-11
1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 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

든 성도에게 2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3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

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

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6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7 너

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앎이라 8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

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9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10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11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찬양 |  내 평생에 가는 길 (새찬 413장)

1. 마음열기   

그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2. 말씀열기  

고린도후서 1:1-11을 함께 읽습니다.

그리고 담임목사님의 영상을 봅니다. 

3. 질문과 적용

1. 바울은 하나님께서 큰 고난을 주신 이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9절)                      

2. 최근 내가 겪는 어려움이나 고난은 무엇인가요? 어떤 고난도 선으로 바

꾸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다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에 나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까요? 

3. 고난을 통해 위로를 경험한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4절)

함께 기도하기

1.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완전

하게 믿고 오히려 ‘위로’를 얻으며 살 수 있

도록. 내 안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못

하게 하는 모든 두려움을 걷어내 주시길. 

2.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건강과 재

정, 일터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상황에 

하나님의 회복과 위로, 채워주심의 은혜

가 있기를. 나를 도움의 통로로 사용해 주

시길. 

                                          

3. 교회의 예배가 힘을 잃지 않도록, 재정

적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담임목사님

의 건강 위해.

https://www.youtube.com/watch?v=qC3bzTbUP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