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oup Bible Study   2020. 12. 06

비전, 인생의 방향

Vision, the Direction of Life (Nehemiah 2:12,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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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헤미야 2:12,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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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Breaker

21세기는 방향의 시대입니다. 바른 방향으로 우리의 열정을 쏟으며 충성과 진실함의 태도를 가지고 인
생을 살아나가게 되면 어디서든지 성공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을 향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모든 에너지를 집중하면서 묵묵히 10년을 투자하십시오. 가장 충성되고 진실한 태도로 10년만 투자하십시
오. 남은 인생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도 알고 뜻도 알고 생각도 있고 헌신의 기
도를 해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인생의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결정하
고 집중하여 나아갈 때, 10년 뒤 여러분은 자신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 자리에 서서 상상조차 못하던 사
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있는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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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word

방향     the Direction      方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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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미국에 있었던 일입니다. 39세의 남자가 주일날 자신의 두 딸과 함께 동네공원으로 놀러갔습니다. 벤
치에 앉아 딸들이 놀고 있는 공원을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지저분하고 아이들
에게 위험한 것들이 여기저기에 있는 것을 보며 관리가 너무나도 허술하다고 생각하며 마음 속에 약간
의 분노마저 느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 속에는 밝고 아름답고 흥미진진
한 놀이공원들이 보였습니다. 잠시 후 벤치에서 일어나면서 그는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어야겠다고 다짐
했습니다. 15년이 지난 어느날 LA근교 캘리포니아에 디즈니랜드라는 놀이공원을 만듭니다. 그러나 디
즈니랜드 근교의 주변환경과 공원을 보며 자기의 끔은 어느정도는 이루어졌지만, 그 꿈은 충분히 성취
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좀 더 넓고 쾌적하고 보다 아름답고 미국의 어린이들만이 아니라 세
계의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세계적인 공원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올랜드 
근교에 디즈니월드의 꿈을 시작했습니다. 디즈니월드가 완공되기 5년 전에 그는 세상을 떠나갑니다. 디
즈니월드가 개장되는 날, 미국의 저명인사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개장식이 시작됩니다. 사회자는 순서
에 따라 월트 디즈니의 미망인을 소개하면서 ‘사실 이 자리는 월트 디즈니씨가 와 있어야 했지만 오늘 
디즈니월드의 개장식을 보지 못한채 세상을 떠났기에 그 미망인을 소개합니다.’

미시즈월트디즈니는 단상으로 걸어나와서 이런 말로 인사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인사
를 죄송스러운 말로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사회자꼐서 제 남편이 디즈니월드를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
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은 옳지 않습니다. 제 남편은 이미 디즈니월드의 개장식을 보았고, 그것을 
보면서 일했습니다. 그것을 이미 보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강해 제 19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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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께서 인생을 부르십니다. (느혜미야 2:12)
God calls out people. (Nehemiah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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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나님께서 인생을 구원으로의 부르심과 사명으로의 부르심으로 부르십니다.
(로마서 1:1, 5-7； 고린도전서 1:1-3)

 God calls people for the calling for salvation and the calling for mission. 
 (Romans 1:1, 5-7; 1Corinthians 1:1-3)
�̦ŘݡᕎĀয়ແŠ̹ЄĀয়ແĎتແĉŀ뺯
���Β҈ࡘ�������վڄĠǡΒ�������

1.2.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한 번 뿐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진정한 가치있는 일입니다.
(디모데후서 1:9; 히브리서 3:1) 

 It is truly worthwhile to decide the direction of one and only life according to God’s calling.
 (2Timothy 1:9; Hebrew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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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자라나면서 비로소 비전이 보이게 됩니다.(에베소서4:11-16)
We can eventually see God’s vision as we grow to the fullness of Christ. (Ephesians 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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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 공동체와 미니스트리가 자라납니다. 
 (디모데후서 3:16; 벧후 1:21; 벧전2:1-2; 마18:3; 히5:12) 
 Individuals, families, communities, and ministries grow through the Bible, the Word of God.
 (1Peter 2:1-2; Matthew 18:3; Hebrew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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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고 계시는 음성을 나눠봅시다. 

2. 당신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이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자아실현, 목적성취, 행복에 있나요? 
   우리의 인생이 영생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일주일 간 조명되는  시간 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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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Together

2.2.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기도’를 통하여 개인과 가정이 자라납니다.(요15:5-9; 요일5:14-15)
  Individuals and families grow through ‘prayer’ in the love of Jesus Christ. 
  (John 15:5-9; 1John 5: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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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함께 더불어 자라납니다.(엡4:11-16; 고전12:27-31)
 In the ‘Church Community’, the mombers of the Body of Jesus Christ grow together. 
 (Ephesians 4:11-16; 1Corinthians 12: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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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교회의 존재 목적인 ‘전도와 선교’를 감당할 때 개인과 공동체가 자라납니다.
     (골1:23; 행13:47; 마28:18-20; 행1:8; 엡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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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lossians 1:23; Acts 13:47; Matthew 28:18-20; Act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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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지속적인 ‘성령 안’에서 성전과 그리스도의 몸으로 공동체와 미니스트리가 연합하여 함께 자라납니다.
     (엡2:18-22; 엡4:11-16)

 Through endurance ‘in the Holy Spirit’, communities and ministries grow together as the Body
 of Christ and the temple of God. (Ephesians 2:18-22; Ephesians 4:11-16; Ephesians 1: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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