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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추지 않는 열정

Never Ceasing Passion (Nehemiah 2:12-15)
ăஓĀɶŰ�
���ЏМʥڲ������

 (느혜미야 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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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Breaker

비전은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가리
키는 방향입니다. 열정은 하나님의 언약이 가리키는 방향을 향하여 시간과 재정과 에너지를 쏟아 붓는 것
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지라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 쉬어갈 수는 있지만, 멈추
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하여 멈추지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갈등과 걸림돌이 나타날지라도 포기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깐은 숨고르기를 하며 제자리 걸음을 할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비전을 향한 열정이 부어지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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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ѐೞӝ
Introduction

유태인의 탈무드 [우유통 속에 빠진 세마리의 개구리]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마리의 개구리
가 폴짝폴짝 뛰어다니다가 어느날 커다란 우유통에 빠졌는데, 첫째 개구리는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
었고 이것은 어쩔수 없는 운명이라며 헤엄치는 것을 중단하고 죽어갔고, 둘째 개구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도대체 신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우유통속에 빠져 죽게 하신단 말인가 하며 신을 원망하면서 살아보
려고 하지도 않고 우유속에 빠져죽어 갔습니다. 그러나 세번째 개구리는 죽을때 죽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야 한다면서 열심히 헤엄을 쳤습니다. 한참동안 헤엄을 치다보니 우유가 굳어 버터가 된곳을 
딛고 우유통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열심’, 
'열정’이란 말은 ‘엔테오스’ 즉 ‘하나님 안에 있다’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열심 있는 사람, 열정이 있
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자들이라는 열정을 품고 살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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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기까지 ‘멈추지 않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H�PXVW�KDYH�µQHYHU�FHDVLQJ�SDVVLRQ¶�XQWLO�WKH�YLVLRQ�RI�*RG�LV�IXO¿OOHG��
ؙ͟qăஓĀɶŰr뻟ˢė̦Āࡋճǰƍħٜ뺯

1.1. ‘멈추지 않는 열정’은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기까지 잠에서 깨어나게 합니다.(느혜미야2:11-12) 
  µ1HYHU�FHDVLQJ�SDVVLRQ¶�DZDNHQV�XV�IURP�RXU�VOHHS�XQWLO�WKH�YLVLRQ�RI�*RG�LV�IXO¿OOHG���1HKHPLDK���������
qăஓĀɶŰr̹āĶȮۡǠġʓ՝뻟ˢė̦Āࡋճǰƍħٜ뺯
���ЏМʥڲ������

1.2. ‘멈추지 않는 열정’은 우리를 멀티 플레이어(Multi-player)로 만들어버립니다.(느혜미야4:16-18)
   ‘Never ceasing passion’ makes us multi-players. (Nehemiah 4:16-18)
 qăஓĀɶŰr̹āĶŪħĠȶԴɡĀĉ뺯
���ЏМʥڲ������

1.3. ‘멈추지 않는 열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모든 영역을 
       지속적으로 구비시켜 나갑니다. (느혜미야 6:15, 7:1, 7:2-4, 7:73)
        ‘Never ceasing passion’ equips every aspect of our life according to the guidance of God

����XQWLO�WKH�FRYHQDQW�RI�*RG�LV�IXLO¿OOHG���1HKHPLDK������������������������
 qăஓĀɶŰrĄă͚גΏ̦Āɭʠ٩҄ƽʠੜ뻟ˢė̦Āࡋճǰƍħٜ뺯
���ЏМʥڲ���������������������

2. 어떠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We must have ‘never ceasing passion’ under every circumstance. 
ƄΡćəƟĀŰߧĪ뻟ĝđؙ͟qкăҶڡĀɶŰr뺯



1.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 안에서 열정과 힘을 공급 받았던 경험을 나눠봅시다. 
2. 당신의 삶과 연관 되어있는 가정,직장,공동체,영역,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지치지 않는 열정이 부어지기 
위해 중보기도합시다.

೯ೞӝز
Walking Together

2.1. 빛은 어둠과 언제나 충돌합니다.(느혜미야 2:19, 13:23-24)
  /LJKW�DOZD\V�FROOLGHV�ZLWK�GDUNQHVV���1HKHPLDK����������������
  ƄΡ̜Ĵ뻟ʾȉߓĄڮӏĀ뺯
���ЏМʥڲ�������������

2.2. 국가적으로 멈춰버린 ‘예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시킵니다. (느혜미야1:3, 13:4-5, 3:1)
  Restore the national level of ‘worship; the intimacy with God’ which has been ceased.
���1HKHPLDK������������������
��ฎҫŚŝڝǚĘӕٜĀq߯��ȉ̦Āʤݧr뺯
���ЏМʥڲ���������������

2.3.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공동체가 잃어버렸던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를 회복시킵니다. (느혜미야 8:17, 8:16-17)
  5HVWRUH�FKXUFK�FRPPXQLW\¶V�µIHDVWV��WKH�WLPHWDEOH�RI�*RG¶�ZKLFK�KDV�EHHQ�ORVW���1HKHPLDK���������������
  ̦ĀŔΧĶđฎҫ͵ĜդǜɆࠝ˫ĀqΆʿ��̦ĀĴǎȪr뺯
���ЏМʥ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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