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oup Bible Study   2020. 12. 13

비전, 성장의 열매

Vision, fruits of growth (Nehemiah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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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헤미야 2:12

݃ৌӝ
Ice Breaker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자라나면서 비로소 비전이 보이게 됩니다.성장은 선
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어린아이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
님께서는 우리가 영적어린아이의 일을 벗어버리고, 장성한 자로 성장하며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날 수 있습니까?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
과 기도가 일상의 삶 속에서 든든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성장이 한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ਕ٘
Keyword

성장     growth      成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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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1960년대 유명한 복음주의자이며 교회의 선지자적인 역할을 감당한 토저 목사는 오늘날의 교회에 
세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믿는 자가 성장하지 않고 항상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으며 다
만 살만 찐다고 합니다. 둘째는, 믿는 자가 교회 안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알지 못하고 오직 참관만 
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믿는 자가 서로 일치되지 않고 분열과 다툼만 일삼는 것입니다. 토저 목사는 이
것을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알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나아
갈 방향을 알아야 하며, 나아가야 할 때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고자 하시는 계획을 알
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줄 알고, 더 많은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는 힘이 있
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초점을 그리스도에게만 고정시킬 때 가능합
니다. 이것은 우리 중의 어느 특별한 사람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를 알기 원하는 사람
이라면 누구에게나 주께서 주시는 성장의 길, 즉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장하도록 도와주실 것
입니다. 영적 성장의 기반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습니다.

-홍성건 

느헤미야강해 제 20 강



೧ӝ
B o d y

1.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 공동체와 미니스트리가 자라납니다. 
People, families, and ministries grow up through the ‘Bible’, the Word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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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경에는 원저자이신 하나님의 메시지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3:16-17; 베드로후서1:20-21)
  In the Bible, there are the message and will of God, the author of the book.
  (2Timothy3:16-17; 2Peter1: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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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순수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가 성장을 멈추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2:2; 마태복음18:3; 히브리서5:12)
  Believers who crave pure spiritual milk like newborn babies never stop growing up.
 (1Peter2:2; Matthew18:3; Hebrew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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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개인과 가정이 자라납니다.
People and families grow up through ‘prayers’ in the love of Jesus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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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여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함으로 기도하십시오. (요한복음15:5-10; 요한일서5:14-15)
   Keep Jesus’ commands, remain in his love, and then pray. (John15:5-10; 1John5: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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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과 유익이 무엇인지 찾아봅시다.(딤후3:16-17,요20:31,
벧전2:2,딤전4:5,딤후3:15-17,히4:12-13)

2. 하나님은 진실함과 중심을 원하십니다.(요일3:18-20) 우리의 기도습관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고, 
연약한 인간의 본성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로 성장하길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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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Together

2.2.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가져야 할 3가지 마음의 태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6:6,7,8; 갈라디아서36:36-37)

  Jesus taught the three attitudes of heart that we need to have when we pray.
  (Matthew6:6,7,8; Ezekiel36: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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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사람을 향한 기도’를 가르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6:9,10,11:12,13) 
  Jesus taught ‘prayer toward God’ and ‘prayer toward people’. (Matthew6:9,10,1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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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가 흐르는 숲
Forest of Living Water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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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오전 글로벌예배
Sunday Global Worship

오영섭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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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ker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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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오영섭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