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  

오늘 아침에 주위를 둘러보세요. 계속 둘러보세요. 오늘 하나님의 집에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성장하면서 우리 중 일부는 교회 건물 안에서 행동해야 하는 특정한 모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뛰지 않거나 목소리를 

조용히 하거나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이 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사야 58 장에서 저자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이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에게 

연설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잔해에서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도전하며 건물을 재건하거나 종교 의식을 회복하지 말고, 배고픈 사람, 약한 사람과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돌보라고 합니다.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이 되라고 합니다. 

다시 둘러보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인 이곳도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는 이사야가 오래 전에 

약속한 “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 살고 있는 거리를 복원하는 자”가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집을 이룹니다. 우리는 미국장로교회의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 헌금을 

통해 머무를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확장하고 고통을 겪는 사람들 (물리적, 감정적 

또는 영적)에 대한 동정심을 제공하며 먹을 음식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과 함께 잔치를 

벌입니다. 

바람과 물이 집을 쓸어버리거나 폭탄이 무고한 사람들의 집을 파괴하거나 사람들에게 안전하고 

저렴한 주택이 부족할 때,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은 지붕을 확장시키는 일을 합니다. 

갈등과 전쟁이 기근을 일으키거나, 환경이 농민의 땅을 위험에 빠뜨리거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그 가족들에게 생활할 수 있을 만큼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이 

그들을 도와줍니다. 



물이 부족하거나, 멀고 위험한 거리를 걸어야 물을 길을 수 있거나, 파이프 혹은 원천이 

중독되면 생명을 주는 물의 샘물로서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이 빠르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요구가 충족되고 그러한 요구를 일으키는 부서진 시스템이 해결되는 곳입니다. 

이 나라와 전 세계에서 장로교인들은 이사야가 들은 부름에 응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함께 모여 고통 당하고 취약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축하하며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집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맞이합시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합시다. 목 마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샘에 초대합시다.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무너진 곳을 보수하는 자, 살고 있는 거리를 복원하는 자” 라고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 

모든 사람들을 함께 모으시는 은혜로운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집으로 만드십시오. 위대한 

나눔의 한 시간에 대한 우리의 헌금을 통해 온 인류와 온 가족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집과 온전함을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