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성경공부 교안(목장식구용)
6/8/2018

믿음이 무엇인가요? 1(우리는 누구인가?)
교회 생활을 하시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구체적으로

믿음

설명하라면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 주 동안 히브리서 11 장에서

생명을 얻을 사람 설명하는 믿음에 대해 배워 보겠습니다. 특히 그 믿음으로 살아냈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 모습을 잠시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믿음을 가져야

확신, 인내, 영생 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10 장과 11 장에 근거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1.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히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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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나서 멸망할

ㄱ. 본인이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목장식구들과 간단하게 나눠 보세요.
(내가 아는 믿음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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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사전적 의미: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 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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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개인적인 심리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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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입니다.
(히 10:39, 새번역)

ㄴ. 믿음과 생명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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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합니다.

2.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히 10: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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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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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서 자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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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10:35-36, 새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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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이 무엇인가요? 1(우리는 누구인가?)
교회 생활을 하시면, “믿음”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구체적으로

믿음

설명하라면 쉽게 표현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4 주 동안 히브리서 11 장에서

생명을 얻을 사람 설명하는 믿음에 대해 배워 보겠습니다. 특히 그 믿음으로 살아냈던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그 모습을 잠시 엿볼 수 있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믿음을 가져야

확신, 인내, 영생 하는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히브리서 10 장과 11 장에 근거해서 배워 보겠습니다.

1.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입니다( 히 10:39)
ㄱ. 본인이 알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목장식구들과 간단하게 나눠 보세요.
(내가 아는 믿음이란?........

39 우리는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을

)
ㄴ. 믿음과 생명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 “믿음”의 사전적 의미: 어떠한 가치관, 종교, 사람, 사실 등에 대해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들입니다.
(히 10:39, 새번역)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 없이 확고한 진리로서 받아들이는

35 그러므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심리 상태이다.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 성경이 말하는 “믿음”과 “생명”은 서로 연관성이 있습니다.
-

(십자가)의 생명: (예수님)의 믿음

-

(아들)의 생명: (아브라함)의 믿음

-

(고난)의 생명: (신앙의 선배)의 믿음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36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2.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꼭 필요한 두 가지 (히 10:35-36)
ㄱ.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 예수님을 믿어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
➔ 언젠가는 가야 할 천국, (천국소망)을 가지는 확신,
➔ 어렵지만, 더 (강한)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해 주실 확신.
➔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35).
ㄴ. (인내) 해야 합니다.
➔ 하나님의 약속,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합니다.
➔ 현실은 어렵지만, 약속을 (인내)로 붙들면, 이뤄집니다.
➔ (뒤로 물러) 나면, (인내)의 경주에서 패하는 것입니다.
3.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공동체) 안에서 자라납니다.
➔ (목장)을 통해서 믿음을 키워 보세요.

필요합니다.
(히 10:35-36, 새번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