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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찾으시는 금식

Fasting that God Seeks For (Nehemiah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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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Breaker

금식은 음식과 물을 먹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대부분의 음식을 금하고 물은 마시면서 기
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절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식음을 폐하며 하나님
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금식
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어떤 금식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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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찾으시는 금식     Fasting that God Seeks For     神拣选的禁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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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오 하나님,
우리는 능력으로 임하실 하나님께
굶주려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에게는 욕구가 존재한다. 욕구는 우리 삶의 방향을 좌우한다. 그것은 식욕일 수도 있고, 집요
한 소유욕이나 권력욕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영혼의 갈망일 수도 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아
닌 다른 것에 굶주리면 그것은 최악의 적이 된다. 오직 하나님 한분께 굶주린 마음만이 승리를 가져
다준다.

당신은 그분께 그토록 굶주려 있는가? 만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갈구하는 마음
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실컷 마시고 배불러서가 아니라 세상의 식탁에서 부스러기를 주워 먹은 지 
너무 오래되었기 때문이다. 우리 영혼은 시시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 위대한 것이 들어설 자리가 없
다. 당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최고로 굶주려 있으면 그분이 모든 일에 최고가 되신다.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만족할 때 그분은 당신 안에서 가장 영광을 얻으신다.

-하나님께 굶주린 삶 / John Piper

느헤미야강해 제 7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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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상의 기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십시오.
Lay down the joy of the world; pursue the joy of God.

ɑǽĪșʆĀŨǒ뻟̦̂ڦĀǛǒ뺯

1.1.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면서 물질을 위하여 삶을 살지도 말고, 사람들을 물질을 위해서 살게도 하지 
마십시오. (이사야58:3)
Don’t live for joy of the world and money neither make people live for money. (Isaiah 58:3)

ɑăđ˪̂ڦșʆĀŨǒ˪ħˀΙƦƜ뻟ģăđźȍĉħˀΙƦƜ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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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십시오. (민수기6:1-4; 시편37:4; 이사야58:14; 빌립보서3:1, 4:4-9)
Pursue the joy of God. (Numbers 6:1-4; Psalm 37:4; Isaiah 58:14; Philippians 3:1, 4:4-9)

ɑ̦̂ڦĀǛǒ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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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상의 목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십시오.
Put down the purpose of the world and live according to God’s call.

ɑǽĪșʆĀϝĀ뻟͚Ώ̦Āয়ແƦƜ뺯

2.1. 세상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논쟁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고 다투거나 자존심 상해서 사람을 때리지 
마십시오. (이사야58:4)
'RQ¶W�DUJXH�WR�DFKLHYH�WKH�JRDOV�RI�WKH�ZRUOG��¿JKW�WR�VROYH�SUREOHPV��RU�KLW�SHRSOH�ZLWK�
pride. (Isaiah 58:4)

ɑăđħąУėșʆĀϝĀͱĄħą̛јɝʚƦފȠڌത뻟ģăđȂ˼ĢऒķƦǙĉ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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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지속적으로 삶을 살아가십시오. 
(민수기6:5; 히브리서11:8; 에베소서1:18; 디모데후서1:9; 고린도전서7:24; 히브리서3:1; 
베드로후서1:10; 디모데전서6:12; 베드로전서2:21; 에베소서4:4; 골로새서3:15)



1. 지금 나에게 가장 기쁨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요?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가 세상의 기쁨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을 따라 산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깊게 묵상해봅시다.

2. ‘here and now’. 일상의 삶, 나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열납되는 예배를 드리는 영적예배
자가 되기를 사모합시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된 지체들이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중보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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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Together

Continue to live according to God’s call. 
(Numbers 6:5; Hebrew 11:8; Ephesians 1:18; 2Timothy 1:9; 1Corinthians 7:24; Hebrew 
3:1; 2Peter 1:10; 1Timothy 6:12; 1Peter 2:21; Ephesians 4:4; Colossians 3:15)

ɑұ̰ă፲Ş͚Ώ̦Āয়ແƦƜ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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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여 지는 경건함이 아니라, 일상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십시오.  
'RQ¶W�IRFXV�RQ�WKH�YLVLEOH�IRUPV�RI�*RGOLQHVV�EXW�JLYH�\RXU�GDLO\�OLIH�DV�D�OLYLQJ�VDFUL¿FH��

ɑćū˩ġǟħ।ĀƜᎌତĘ뻟ƦăĄŮćĉğīȒĀĴȊភ뺯

3.1. 눈에 보이는 겸손과 표정, 겉으로만 보여 지는 경건함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사야58:5)

Seemingly humble actions, facial expressions, and just mere forms of godliness have 
nothing to do with God. (Isaiah 58:5)

ŮćĉğīȒĀĴȊᅗൿŠтǟя뻟ŘӍȪǚĘĀភ뻟ĕȏĝȉ̦ăȠȱ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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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일상의 삶속에서 구별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십시오. 
(민수기6:5-8; 로마서12:1-2; 베드로전서2:5; 고린도전서6:20; 골로새서1:24-29; 로마서6:13; 
고린도후서10:4-6; 에베소서6:11-18)
'HYRWH�\RXUVHOI�DV�FRQVHFUDWHG��OLYLQJ�VDFUL¿FH�WR�WKH�/RUG�LQ�GDLO\�OLIH��
(Numbers 6:6-8; Romans 12:1-2; 1Peter 2:5; 1Corinthians 6:20; Colossians 1:24-29; 
Romans 6:13; 2Corinthians 10:4-6; Ephesians 6:11-18)

ɑćū˩ĀŀƜġǟħɩᔾ˞Ā।ƜᎌତĘ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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