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고린도후서 1:3-11



고린도후서 1:3-11
3.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고린도후서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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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후서 1:3-11
7.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앎이라

8.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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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린도후서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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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시는 
위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3-6) 

3.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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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시는 
위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3-6) 

▪"송축하리로다 오 우리 주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신 여호와여" 라는 
기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시는 
위로를 
기억해야 
합니다. (3-6) 

▪위로 (파라칼레오) 
//성령 - 
파라클레이토스 
▪파라 + 칼레오
▪곁에 + 부르다

1. 동행
2. 간구(중보)
3. 초대
4. 위로와 말씀 선포



2. 폭풍같은 
고난 중에 
부활의 

소망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V. 

7-10)

7.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앎이라

8.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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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폭풍같은 
고난 중에 
부활의 

소망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V. 

7-10)

▪고후 11:23b-27 (현대인의 성경)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마흔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다섯 번이요,

▪채찍으로 맞은 것이 세 번이요, 돌로 맞은 것이 
한 번이요, 파선을 당한 것이 세 번이요,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 사람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주리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2. 폭풍같은 
고난 중에 
부활의 

소망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V. 

7-10)

▪예레미야 애가 3:18-24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2. 폭풍같은 
고난 중에 
부활의 

소망을 함께 
바라보아야 
합니다. (V. 

7-10)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13



3.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로 
함께 감사의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V.11) 

▪11.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3.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로 
함께 감사의 

자리에 
이르러야 
합니다. 

(V.11)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많은 사람이 우리 
대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새번역)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원한 
삶의 한 
과정입니다



위로와 소망의 하나님

1.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2.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함께 소망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3.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돌려 드리길 
원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