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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그러므로예수께서자기를믿은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너희가내 말에거하면참내제자가되고

32 진리를알지니진리가너희를자유케하리라



어둠에 묻힌 나무위에 놓인 크리스마스
장식의 불꽃들 처럼, 우주바깥 깊이,
검은 허공에 달려있는 듯한, 한밤 우리의
머리위로 떠다니는 별 과 그 무리 들,
은하계와 천사들.

이 모두 반짝이는 빛들중,
가장 특별하고특별하고특별하고특별하고 뚜렷하게뚜렷하게뚜렷하게뚜렷하게
장관을 이루는 빛은 어느것
이겠 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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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훌륭한 빛들
가운데 하늘에서 가장가장가장가장
눈부시고눈부시고눈부시고눈부시고 영광스러운영광스러운영광스러운영광스러운
빛은어느것 이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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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세기 동안 지구의 모든
인간들은 놀 라움과 경의를
갖고, 계시를 받거나 지혜 를
구할때, 미래에 대한 예시를
얻고자 할때, 우주의 신비속에
있는 그 수수께 끼를 풀고자풀고자풀고자풀고자
밤하늘의 별들을 지켜보아지켜보아지켜보아지켜보아
왔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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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 천 년 동 안 밤 하 늘 의 별들은별들은별들은별들은
우리들에게 지속적인 매력을 주며 우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의
별들의 풍경들은 고대와 마찬가지로
현대에서도 인간들에게 점성술, 천문학,
천체문리학 등으로 놀라운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우주
탐사선과 기상 인공위성, 강력한 컴퓨터
등의 도움을 통해 더 깨닫게깨닫게깨닫게깨닫게 되기를되기를되기를되기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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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 세상에 대한 앞으로의 운명, 그리고
지구가 앞으로 갈 방향에 대한 예시와 함께,
계시와 지혜를 얻으려는 자연적인 욕구는
인간에게 매우 강한 집착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넓은 우주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그 방향, 그 운명은
정말 무엇이겠습니까? 이 우주의 목적목적목적목적은
무었이며, 이 모든것이 의미하는의미하는의미하는의미하는 것것것것은
무엇일까요? 지구에 사는 인간들에게 때론
영감을 주고, 이야기꺼리가 되고, 호기심을
일으키는 진정한 숨은 의미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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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경은 천상의 천사들천사들천사들천사들을 하나님의
별들별들별들별들 이라고 지명하는 것을 당신은
아십니까 ?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은 예수
그 리 스 도 라 이 름 하 는 천 상 의천 상 의천 상 의천 상 의
신비로운신비로운신비로운신비로운 하나의하나의하나의하나의 별별별별에 있습니다. 그는
단지 천사가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가장 큰 밝게밝게밝게밝게 비취는비취는비취는비취는 존재존재존재존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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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는 인간의 몸체인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아들아들아들아들 이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공존하며 세상의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
이셨읍니다 . 그는 지금도 하나님과
함께하시며, 가장 밝은 빛의빛의빛의빛의 형체형체형체형체시며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별들별들별들별들이라 불리는 천사들 보
다 더더더더 밝은밝은밝은밝은 존체존체존체존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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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때 “나는나는나는나는 세상의세상의세상의세상의 빛이라빛이라빛이라빛이라”
“나는 생명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과장된 말들이 아니었읍니다.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아들아들아들아들로서, 하나님과 삼위일체의 공존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세상의세상의세상의 창조창조창조창조 때때때때부터 계신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빛이빛이빛이빛이 있을지라있을지라있을지라있을지라”
라고 말씀하셨을때 그리스도 께서는
빛을 존재케하는 그일을 이루신 분
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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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우 주 의 행성 들 이 형 성 되 어 가 는 과 정 을
지켜보는 눈부신 태양태양태양태양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주의 모든 창조창조창조창조의 증인으로서 그곳에
있었습니다 . 성경은 “모든 것이 그를 통해
만 들 어 졌 습 니 다 , ” “ 세 상 이 그 를 통 해
만들어졌습니다,” “모든것이 그를 위해 만들어
졌습니 다.” 로써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인간의 형상인 아기예수님으로
세상에 태어 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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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아들아들아들아들이 세상에 태어나셨을때 ,

매우크고 , 빛나는 별인 , 베들레헴의베들레헴의베들레헴의베들레헴의 별별별별이
놀랍게도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지구에
아주 놀라운 뉴스, 즉 모든 왕들의 왕이신
새왕새왕새왕새왕이 베들레헴 마굿간에 태어나신 것 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진리의 빛빛빛빛이 세상에
오셨읍니다. 베들 레헴의 빛은 그 거대한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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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베들레헴의베들레헴의베들레헴의베들레헴의 별별별별은 ‘하나님의 그 존귀한
별’은 아니었 습니다.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그그그그 존귀한존귀한존귀한존귀한
별별별별은’ 육신의 형상으로 태어나신 아기
예수안에 있었습니다. 세상이 그로 인해
만들어졌지만,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
했습니다.

그빛그빛그빛그빛이 세상에 왔지만 , 사람들은
그들의그들의그들의그들의 행위가행위가행위가행위가 악하악하악하악하 므로므로므로므로 사탄은 헤롯왕을
통해 베들레헴이 있는 모든 아기들을
살해하는 끔찍한 살인을 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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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헤롯왕은 모든 아기들을 무지막지 하게
살해함으로 새로 일어날 왕을 막으려 했습니다.

사 탄 은 지 구 에 서 하 나 님 의 왕 위 를
가로챘습니다 . 사탄은 예수님이 지구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회복될지도 모를 그 왕위에
오르는 것을 겁냈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예수님이 아기였을때 그 세상의 빛을빛을빛을빛을 없애기를없애기를없애기를없애기를
희 망 했 습 니 다 . 그 러 나 그 의 계 획 은
실패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악인들로도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그 빛빛빛빛을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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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그후 , 제자들은 예수님이 간절한
기도후, 강한강한강한강한 빛빛빛빛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태양과태양과태양과태양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빛났고 그의 옷은 발산하는발산하는발산하는발산하는 흰흰흰흰
빛빛빛빛으로 변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발산하는 그 흰빛흰빛흰빛흰빛 가운데로 제자들은
(오래 전에 죽은) 모세모세모세모세와 엘리야엘리야엘리야엘리야가
죽은자 가운데서 살아나 예수님과
이야기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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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태양과 같이 빛나는 예수님의 모습속에서
진리의진리의진리의진리의 빛빛빛빛, 즉, ‘그그그그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존귀한존귀한존귀한존귀한 별별별별’은
제자들에게 증거가 되었 습니다 . 사탄은
예수님을 나무로 만든 십자가에십자가에십자가에십자가에 못박음못박음못박음못박음 으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살인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부활부활부활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 늘로 올려가시기 전에 5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보이셨 습니다. 예수님은 빛을빛을빛을빛을 지닌지닌지닌지닌
영화된영화된영화된영화된 몸몸몸몸으로 천국에 가사,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의 자리로 오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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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성경성경성경성경은 예수님께서 다시다시다시다시 지구로지구로지구로지구로 돌아올돌아올돌아올돌아올 때때때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모든 인간의 눈으로
하늘로하늘로하늘로하늘로 부터부터부터부터 내려내려내려내려 오시는오시는오시는오시는 예수님의 광명한광명한광명한광명한 빛의빛의빛의빛의
모습모습모습모습을 볼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고통받는
하나님의 양으로서가 아니라 군림하는군림하는군림하는군림하는 왕왕왕왕으로써
돌아오실 것입니다.) 천국의천국의천국의천국의 도성도성도성도성이 세상에
임할것과 그때는 세상에 태양이나태양이나태양이나태양이나 밤이없고밤이없고밤이없고밤이없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강한강한강한강한
빛빛빛빛으로서 세상을세상을세상을세상을 밝게밝게밝게밝게 하실것하실것하실것하실것을 말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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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영광을영광을영광을영광을 증거증거증거증거하는 것입니다.

인류에 대한 또 다른 증거증거증거증거는 밤에
우 리 의 머 리 위 로 떠 오 르 는
별자리들별자리들별자리들별자리들로 부터입니다. 하나님은
밤 하 늘 의 별 자 리 안 에 처 녀처 녀처 녀처 녀
마리아와 구세주구세주구세주구세주 아기아기아기아기 예수 의 기쁜
소식을 말씀하셨습니다.

- 17 -



15.

고 대 페 르 시 아 점 성 가 들 은 별 자 리 를
공부하면서 , 이스라엘의 이사야와이사야와이사야와이사야와 다른다른다른다른
선지자들선지자들선지자들선지자들 처럼 아기아기아기아기 구세주구세주구세주구세주가 처녀처녀처녀처녀로 부터 잉태
될것을 예언 했습니다 . 그것은 예수님을
찾 아 올 때 밝 은밝 은밝 은밝 은 샛 별샛 별샛 별샛 별 을 따 라 온 3 명 의
동방박사들동방박사들동방박사들동방박사들의 이야기 로서도 알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아들아들아들아들, 육신으로
세상에 오셨고 지금은 하늘에 오르사 영광의영광의영광의영광의
빛을빛을빛을빛을 지닌지닌지닌지닌 육신육신육신육신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신
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 18 -



16.

이같이 하늘의 별들은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광명한 빛을
발산하는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존귀한존귀한존귀한존귀한 별별별별임을
입증입증입증입증합니다. 우리 인간은 그분의
거 룩거 룩거 룩거 룩 한한한한 빛빛빛빛 을 받 는 시 간 을
가질때마다 축복 을 갖게 되고,

그빛그빛그빛그빛을 지구에 있는 다 른 사람과
나누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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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당신은당신은당신은당신은 이것을이것을이것을이것을 아십니까아십니까아십니까아십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대신해서 모든 벌벌벌벌을 받으시기로
작정작정작정작정 하셨던하셨던하셨던하셨던 것것것것입니다. (그것은 지옥에 가는 심판의심판의심판의심판의
형벌형벌형벌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빛은 인간의 죄에죄에죄에죄에 대한대한대한대한 댓가댓가댓가댓가로 온것이며
그벌은 하나님 께서 모든 영혼들을 최후로
심판하는 그그그그 심판의심판의심판의심판의 날날날날에 받게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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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요한요한요한 복복복복 음음음음 14:614:614:614:6 !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18.

어떤 영혼도 하나님 자신의 큰
희 생 으 로 구원구원구원구원받 을수 있 습 니 다 .

그것은 그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구세주로구세주로구세주로 믿는믿는믿는믿는 믿음믿음믿음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그 구원받는 영혼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영접영접영접하고
빛빛빛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영혼의영혼의영혼의
중심중심중심중심에 좌정시킨 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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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예수 그리스도의 빛은 당신에게 “마음의
안내자” 가 되어 줄것 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올바른올바른올바른올바른 세계관을 부여 해줄
것입니다.

예수님을 당신 마음의마음의마음의마음의 보좌에보좌에보좌에보좌에 좌정좌정좌정좌정시킬때,
그분은 당신 의 내적 공호함에 따뜻한따뜻한따뜻한따뜻한 태양태양태양태양으로
임할 것입니다. 그 리고, 그것은 당신 내부에
있는 모든 어둠과어둠과어둠과어둠과 차가움을차가움을차가움을차가움을 없애없애없애없애 줄것줄것줄것줄것입니다.

그런후에 당신은 올바른올바른올바른올바른 세계관세계관세계관세계관 속에 서 당신의
인생을 정립시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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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빛이신빛이신빛이신빛이신 예수님예수님예수님예수님은 우주의 영광스런영광스런영광스런영광스런 빛빛빛빛이십니다.

마치 태양처럼 전 인류에게 펑화와펑화와펑화와펑화와 사랑사랑사랑사랑, 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따뜻함따뜻함따뜻함따뜻함을 발산해 주십니다. 그분만이 세상의
어둠을어둠을어둠을어둠을 피할수피할수피할수피할수 있는있는있는있는 수단수단수단수단을 지구에 있는 모든
인간에게 제공제공제공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지금
죄와 무질서 속에서 상처받고 인생의 고통으로
인해 혼돈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공해 주신 그의그의그의그의 은혜와은혜와은혜와은혜와
축복축복축복축복을 받아 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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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예수님만이 빛의빛의빛의빛의 근원근원근원근원입니다. 그분만이 그그그그
진리와진리와진리와진리와 사랑사랑사랑사랑 , 그리고 용서와용서와용서와용서와 화해의화해의화해의화해의 길길길길을
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존귀한 빛 이십니다. 그분은 하늘나라의 가장가장가장가장
빛나는빛나는빛나는빛나는 별별별별이시며 우주 의 어떤 태양보다도 더
밝게 빛나십니다.

그분만이 우리가 이 냉정하고 차가운 지구에서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따뜻함과따뜻함과따뜻함과따뜻함과 사랑사랑사랑사랑 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인생의인생의인생의인생의
목적과목적과목적과목적과 안정을안정을안정을안정을 제공제공제공제공해 주십니다 . 그빛에서나는그빛에서나는그빛에서나는그빛에서나는
광체광체광체광체로부터 우리는 영혼의영혼의영혼의영혼의 양분양분양분양분을 공분받고 우리의우리의우리의우리의
마음과마음과마음과마음과 생각생각생각생각 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육체의육체의육체의육체의 건강건강건강건강도 공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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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그그그그 존귀한존귀한존귀한존귀한 별별별별은 흑암의
우주에 소망의 빛입니다 . 마치
등대등대등대등대와 같이 우주의 폭풍과 세상의
풍랑속에서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주에 서
구원의구원의구원의구원의 등대등대등대등대로서 헌신하십니다.

그는 하 나님의 천국으로 우리를
안전하게안전하게안전하게안전하게 안내안내안내안내하 기 위해 빛을
밝혀 주십니다.

- 25 -



23.

만약 당신이 그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빛빛빛빛을 보고, 그를
따르기로 선택하신다면 그분은 당신을
위 해 천천천천 국의국의국의국의 문문문문을 여 시 고 당 신 을
그곳으로 안전하게안전하게안전하게안전하게 인도인도인도인도 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찾기 위해 쓰여진
당신의 인생은 세상에서의 모든 아픔과
상처에도 불구하고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마침내 당신의 마음은 평화와 안식을
얻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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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성경의 말라기서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을

““““천국의천국의천국의천국의 태양태양태양태양””””**** 으로 부르는 것을 당신은 아십니까 ?

이제는 그 천국의천국의천국의천국의 태양태양태양태양을 당신의 가슴속 보좌에
놓을 시간입니다 !

* * * * 말라기말라기말라기말라기 4444장장장장 2222절절절절,  ,  ,  ,  누가복음누가복음누가복음누가복음 1111장장장장 78787878절절절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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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요한요한요한복복복복음음음음 8:12 !

--계시계시계시계시록록록록 1:18 !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찌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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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이를 위해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에
주인으로 영접하는영접하는영접하는영접하는 기도기도기도기도를 간단히
하십시오.

그 기도에는 다음 5555가지의 중요한중요한중요한중요한 요소요소요소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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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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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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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요한요한요한복복복복음음음음 8:36 !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참으로자유하리라



예수님예수님예수님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말씀말씀말씀하셨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매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좋은좋은좋은 것은것은것은것은 그릇에그릇에그릇에그릇에 담고담고담고담고 못된못된못된못된
것 은것 은것 은것 은 내 어내 어내 어내 어 버 리 느 니 라버 리 느 니 라버 리 느 니 라버 리 느 니 라 . 세 상세 상세 상세 상 끝 에 도끝 에 도끝 에 도끝 에 도
이러하리라이러하리라이러하리라이러하리라.... 천사천사천사천사들이 와서 의인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갈라내어갈라내어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갊이 있으리라."

마태복음 13장 47절 - 50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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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GUIDE WAS WRITTEN FOR YOU BY. . .

Ken Street, a baptized believer of Jesus, M.Div., tract writer (English) &
Nan-Sook Kim, M.Div. with Chr. Ed., translator… two of the many
students of Jesus now following in His Way.

글쓴이글쓴이글쓴이글쓴이: : : : 켄켄켄켄 스트릿스트릿스트릿스트릿 번역번역번역번역:  :  :  :  김김김김 난숙난숙난숙난숙



Street Tracts in the News For East Asia series:
추수감사절과 하나님의 추수의 때 (Korean/English)
Thanksgiving And The Time Of God’s Harvest

아름답고 귀한 별 (Korean/English)
The Star Of Royal Beauty

천국의 태양-- 온 세상을 향한 빛 (Korean/English)
The Sun Of Heaven— Light For All The World

하나님의 선택론 :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Korean/Eng.)
Divine Selection:  God’s Developmental Program For Earth
Truthspeaking And Thanksgiving In South Korea
The Temple Of Miraculous Fi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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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의 전도지들은 자유롭게 읽을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전도지를
만드는데 돕고 싶은 분은 아래의 전화번호로 전화해 주시기
바람니다. (02) 3472-9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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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StarStarStar ofofofof Wonder,Wonder,Wonder,Wonder, starstarstarstar ofofofof MightMightMightMight.... .... .... GuideGuideGuideGuide usususus totototo thethethethe PerfectPerfectPerfectPerfect LightLightLightLight !!!!

B.A. in English (with Teacher Certification) & M.Div., a “tentmaker” who served in calendar

year 2007 as an English Instructor at FLI for Yonsei University in Seoul, S. Korea

This booklet is #1 in a new university edition of the Truth For East Asia series.

.

.

THIS GUIDE WAS WRITTEN FOR YOU B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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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than 90 free Street Tracts are available at www.JesusChristAsia.com for online

reading and public distribution. These are posted likewise at www.JesusChristLight.com,

www.NetJesus.org, www.WorldwideChristianTracts.net, www.OnlineChristianTracts.org,

www.153Fishes.net and www.JesusChristSouthKorea.com. Visit our websites for free e-

tracts, printing patterns & more good stuff! You’ll find lots of teaching/evangelism messages

there, so please put them to good use-- reach out to all persons in the world around you.

E-mail may be sent to Ken or Nan via the net-address  etracts @ 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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