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장성경공부 교안(목장식구용)
6/15/2018

믿음이 무엇인가요? 2
바라는 것의
확신
증거

지난시간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확신”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이런 완벽한 믿음을 소유할 때 온전한
믿음은 우리 삶 속에 내재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나의 모습보다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나의 미래의 모습일 것입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무엇이라 정의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1 장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를 알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는 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명을 얻을 자로, 확신과 인내로 이번 한주를 사셨는지요? 목장
나눔시간에 같이 나눠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 11:1, 새번역)

2. 믿음은 (

) 것들의 (

)이요. (

) 않는 것들의 (

)입니다.

➔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의 선조들 각자가 바랬던 것은 “(
고향을 떠나 (
나은

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할 곳)이 될 수도 있고, (

)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

이 바라는 것들은 장차 (

)가 될 수도 있고, (더

) 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에서 (받을

)을 의미하게 됩니다(히

➔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뭔가를 바라는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구름잡는 그 무엇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

)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

달려가는 것이 (

)이고, 그러한 현상을 믿고 (

것이 바로 (

)을 가진 자들의 (

의 상)을 위해
) 삼을 수 있는

)입니다.

3. 짐엘리엇(Jim Elliot, 1927-1956) 선교사님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짐엘리엇선교사님의 일화 중에 그의 죽음을 두고 그의 일기장에 쓰여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보고 느낀 점을 나눠 봅시다.

(

substance of things
hoped for, the
evidence of things not
seen. (Hebrews 11:1,
KJV)

11:26).

“(

Now faith is the

)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

)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은 자가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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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이 무엇인가요? 2
바라는 것의
확신
증거

지난시간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을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또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확신”과 “인내”가 필요하다고 배웠습니다. 이런 완벽한 믿음을 소유할 때 온전한
믿음은 우리 삶 속에 내재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나의 모습보다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갈 나의 미래의 모습일 것입니다. 쉽지는 않은 일이지요.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이러한
믿음을 무엇이라 정의하고 있는지 히브리서 11 장을 통해서 “믿음의 정의”를 알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을 가져 생명을 얻는 자라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생명을 얻을 자로, 확신과 인내로 이번 한주를 사셨는지요? 목장
나눔시간에 같이 나눠 봅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 11:1, 새번역)

2.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믿음의 선조들 각자가 바랬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Now faith is the
substance of things

고향을 떠나 (정착할 곳)이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더

hoped for, the

나은 제물)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될 수도

evidence of things not

있습니다. 이 바라는 것들은 장차 (천국)에서 (받을 상)을 의미하게

seen. (Hebrews 11:1,

됩니다(히 11:26).
➔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요?
뭔가를 바라는 것은 지금은 보이지 않는 구름잡는 그 무엇일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천국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러한 현상을 믿고 (증거) 삼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입니다.
3. 짐엘리엇(Jim Elliot, 1927-1956) 선교사님에 대해서 들어 보셨나요?
짐엘리엇선교사님의 일화 중에 그의 죽음을 두고 그의 일기장에 쓰여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래의 글을 보고 느낀 점을 나눠 봅시다.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He is no fool who gives what he cannot keep to gain that which he
cannot lose

KJV)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