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보스톤 한인성당)

(Ascension Press)

90 일 성경읽기 - 2 일

90 Day Challenge – Day 2

구원 역사주기 (1): 초기(태초)의 세상

Bible Time Period : Early World

시작기도

In the Early World, you created the heavens and
Earth and tested Adam and Eve in the garden. Help
me today to choose the life you offer.

† 태초에 주님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시험하셨습니다.
◎ 오늘 저희가 당신이 주시는 생명을
선택하도록 도와 주소서.

묵상
어제는 아담과 이브가 죄를 범하고, 신의 은총을 잃게
된 부분을 읽었습니다. 아담과 이브의 죄는 대대손손
미래의 온인류와 여러분과 저 모두에게 영원한
(permanent)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초자연적인 삶(supernatural life)이
결여된 채 태어났습니다. "원죄"는 우리가 짓는 어떤
죄가 아니라 "원죄"는 우리의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
그 자체, 존재하는 상태(a state)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상처를 입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약해집니다.
우리는 고통과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우리는
죄에 기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류의 타락(the Fall)
이후의 삶을 읽으면서 이것이 세상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Reflection
Yesterday you read about the fall from grace of our
first parents. Adam and Eve’s sin had a permanent
effect on all future people in that their fallen nature
was passed on to their children, and theirs, and so
on down to you and me. As a result, we are born
lacking supernatural life in our souls. “Original sin”
is not something we do, it is something we are: it is
a state of being. Our souls are wounded. Our wills
are weakened. We are subject to pain and death.
We are inclined to sin. Watch how this plays out in
the world as you read about life after the Fall.

Today’s Reading
Genesis 5-8

Today’s Question
Look for differences in the pattern used in the
genealogy in Chapter 5 to describe each new
generation. Who stands out and why?

오늘의 독서 :
창세기 5 장 - 8 장

오늘의 묵상 질문 :
창세기 5 장의 족보에서 각각의 새로운 세대
(generation)를 기술하기 위해 쓰인 패턴(pattern)의
차이점을 찾아보십시오. 누가 눈에 띄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번역:이정은 크리스띠아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