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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안에 두려움이 없다

（요한1서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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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ather, forgive them, for they d
o not know what they are doing. 

(Luke 23:34)

2. I tell you the truth, today you wi
ll be with me in paradise. (Luke 
23:43)-Blessing.

3. Dear woman, here is your son,

Here is your mother. (John 19:
26-27)-Arrangement &wish

4. My God, my God, why have yo
u forsaken me? (Matthew 27:46)

-Suffering

Seven Phrases on the Cross

1.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
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것을 알
지 못함이니이다 . (눅 23:34)

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함께 낙원
에 있으리라. 

(눅 23:43)-축복

3. Dear woman, here is your son,

Here is your mother. 

(요19:26-27)-정리 & 소망

4.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
셨나이까? 

(마27:46)-고통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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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 am thirsty. (John 19:28)
- Care and desire

6. It is finished. (John 19:30)
- Complete and thanks

7. Father, into thy hands I 
commend my spirit .
(Luke 23:46)-Prepare pass 
away &enter eternal life

Seven Phrases on the Cross

5. 내가 목마르다. (요 19:28)
- 돌봄과 욕구

6. 다 이루었다. (요 19:30)
- 완성과 감사

7.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 하나이다 .
(눅 23:46)-죽음의 준비
&영생으로 들어감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7가지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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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gotherapy

• Existence is significant.

• Realize the responsibility.

• In the treatment process:

– "Present" is better than "past"

– "Attitude" is more important th
an "Disease condition”

• We care not only about body, bu
t also spirit and soul.

의미 요법

• 존재함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 책임을 깨닫는다.

• 치료과정에 있어서:
– “현재” 는 “과거” 보다 낫다

– “태도” 는 “질병상태”보다
더욱 중요하다

• 우리는 신체 뿐 아니라 정
신과 영혼도 돌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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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omatherapy
(향기요법)

Perfume of pure nard

(순전한 나드(甘松)향)
A beautiful thing to Jesus

(예수님께 드릴 아름다운 것)

-Mark 14:3-9 (마가14:3-9)

----Memory Therapy
(회상 요법)
• Relieve the harm with love

(사랑으로 상함을 위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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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sic therapy
(음악 치료)

…Touch Therapy-
Contact therapy

부드러운 손길과 접촉을 통한

치료



호스피스학술지 제8권 제1호

- 95 -

Rejoice Therapy
(기쁨 치료)

Philippians 4:4
(빌 4:4)

A cheerful heart is good medicine, But a rushed 
spirit dries up the bones. (Proverbs 17: 22 )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 17: 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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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y will….
(나의 유서에…)

Please tell me the joke 
at the last moment of 
my life，I would die 

in rejoice.
(나의 마지막 순간에
농담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즐겁게 죽을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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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Therapy
(미술치료)

Death can be 
beautiful and no fear
(죽음은 아름다울 수
있으며 공포가 아니다)

Painting in treatment room
치료실에서 그림 그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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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g Therapy
(상상요법)

-Visualization Therapy
(심상요법)

Environmental 
Therapy 

(환경치료)

He makes me lie down in green pastures,

He leads me beside quiet waters(Psalms 23:2)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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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utiful  Sunset
(아름다운 저녁노을)

He restores my soul. He guides me in paths of righteousness 
for His name’s sake。(Psalms 23:3)

나를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시편 23:3)

Insight Environmental Therapy
(통찰력과 함께 하는 환경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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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wer of healing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치유의 능력)

----Pray Therapy
(기도요법)

Pet Therapy(애완동물 요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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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allow pet in ward if it is 

clean, safe , quiet and cute

(저희는 애완동물이

깨끗하고, 안전하고,

조용하고 귀여우면, 

병동에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Blessing Time

(축복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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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 you 
photos

(사진을
보여주세요)

Waking up each morning without your presence
매일 아침 일어나서 당신이 없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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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 sun shining thru I see raining
비치는 태양 속에서 비오는 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Hearing the birds singing I feel like crying
울고 싶을 때 노래를 듣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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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words can express what I want to say
침묵으로도 의사표현이 가능하게 합니다

Everyday I pretend nothing lose in my strength
매일 내 힘이 약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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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how down of my road I feel this emptiness
결국 막바지에 이르면 나는 허무함을 느낍니다

Lord, I need you to lead my life 
주님, 나의 삶을 인도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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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 I need you when there tears in my eyes
주님, 제가 흐느껴 울 때에도 함께 해주세요

Lord, I need you to lift up my days 
with your words,and your love and strength

주님의 말씀과 사랑, 능력으로 제게 살아갈 힘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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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o the end of the day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That I know you’re the one I’ll praise
주님만이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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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alone in the light of your glory
주의 영광의 빛으로 홀로 걸어가니

I felt in my soul of your healing
주님이 제 영혼을 치유해 주심을 느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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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eath in your love take me deeper in your 
peace

주님의 사랑 가운데 호흡하게 하시며 저를 깊은
평강으로 인도하소서

Oh lord, make me whole and set me free
오 주님, 저를 온전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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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I crave for the answers to all of my questions
나의 모든 질문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갈망하며

I lay down my pride and give you all that I am
저의 모든 교만을 버리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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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 I need you to lead my life
주님, 제 생명을 인도해 주세요

Lord, I need you when there tears in my eyes
주님, 제가 울 때에도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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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 I need you to lift up my days
주님, 하루 하루 저를 붙잡아 주세요

With your words, and your love and strength
주님의 말씀과 사랑,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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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o the end of the day
그리고 마지막 날까지

That’t I know you’re the one I’ll praise
당신만이 내가 찬양드릴 유일한 분이심을 알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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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 I need you to lead my life
주님, 저의 삶을 인도해 주실 당신이 필요합니다

Lord, I need you when there tears in my eyes
주님, 제가 울고 있을 때에도 함께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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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 I need you to lift up my days
주님, 제가 사는 동안 저를 붙들어 주세요

with your words,and your love and strength
당신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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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o the end of the day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that I know you’re the one I’ll praise

주님만이 제가 찬양드릴 유일하신 분이심을 알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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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 I need you to lead my life
제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Lord, I need you when there tears in my eyes
주님, 제가 울 때에도 함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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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 I need you to lift up my days
with your words,and your love and strength

주님의 말씀과 사랑과 능력으로 저의 남은 삶을
이끌어 주세요

and to the end of the day
그리고 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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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I know you’re the one I’ll praise
주님만이 제가 찬양드릴 유일한 분임을 알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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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an not decide in next second
우리는 다음 한 순간도 결정할 수가 없다

Imaging of Twin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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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ke up

Thank yo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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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Bless youGod Bless yo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