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d we know that God causes all things to work together for good to those who love God, to those who ar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 

Romans 8:28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the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the Son and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commanded you; and lo, I am with you always, even to the end of the age." – Matt. 28:19-20 

Searching for Treasure 

보물찾기 
 
Buried treasure. It sounds like something out of a children’s storybook. But eccentric millionaire Forrest 
Fenn claims to have left a box of jewels and gold, worth up to $2 million, somewhere in the Rocky 
Mountains. Many people have gone in search of it. In fact, four people have lost their lives trying to find the 
hidden riches. 

묻혀 있는 보물. 동화책에 나오는 말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괴짜 백만장자인 포레스트 펜은 2백만 불에 

상당하는 보석과 금이 들어있는 상자를 록키산맥 어딘가에 숨겨놓았다고 주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보물을 

찾으러 갔고, 실제로 그 숨겨진 재물을 찾으려다 네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The author of Proverbs gives us reason to stop and think: Does any kind of treasure merit such a quest? In 
Proverbs 4, a father writing to his sons about how to live well suggests that wisdom is one thing worth 
seeking at any cost (V 7). Wisdom, he says, will lead us through life, keep us from stumbling, and crown us 
with honor (VV 8–12). Writing hundreds of years later, James, one of Jesus’s disciples, als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wisdom. “The wisdom that comes from heaven,” he writes, “is first of all pure; then 
peace-loving, considerate, submissive, full of mercy and good fruit, impartial and sincere” (JAMES 3:17). 
When we seek wisdom, we find all kinds of good things flourishing in our lives. 

‘그렇게 찾아야만 할 가치가 있는 보물이 과연 있을까?’ 잠언 기자는 우리로 잠시 멈추어 생각해보게 합니다. 

잠언 4장 에는 한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지 말하면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혜는 추구할 만한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7절). 그는 지혜야말로 삶을 가르쳐주고 넘어지지 않게 하며 

영예로운 면류관을 씌워준다고 말합니다(8-12절). 수백 년 후,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도 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야고보서 3:17). 지혜를 구할 때 우리의 삶에는 온갖 좋은 것들로 

넘쳐나게 됩니다. 

 
To seek wisdom is ultimately to seek God, the source of all wisdom and understanding. And the wisdom 
that comes from above is worth more than any buried treasure we could ever imagine  

지혜를 찾는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지혜와 명철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지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어떤 묻혀 있는 보물보다도 더 가치가 있습니다. 

 

Father, thank You for always watching over me  

하나님 아버지, 항상 저를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Rev. Phillip Sang Cho Rey 

정리: 뉴저지 팰팍 한인 루터 교회 이상조목사님 

javascript:openDict('1740',%20'lov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