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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하지 않는 열정

Passion that never gives up  (Nehemiah 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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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혜미야 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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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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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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
정이 있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자들이라는 열정을 품고 살아야합니다. 

느혜미야강해 제 23 강 



೧ӝ
B o d y

1. 언제나 빛과 어둠은 충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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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어둠의 세력은 동서남북에서 ‘빛의 공동체’를 향하여 달려듭니다. (느2:9-10, 2:17-19, 6:2-8, 13:23-24, 6:14)
The dark forces are dashing into ‘the community of light’ from the north and the south, and 
from the east and the west. (Nehemiah 2:9-10, 2:17-19, 6:2-8, 13:23-24,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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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나님의 타이밍가운데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동서남북에서 달려드는 악한 세력이 아닌, 하나님의 
      선한 일에 집중하여 위대한 승리를 경험합니다. (느헤미야 2:20, 6:9, 4:14, 13:25, 6:15-16)

  In the timing of God, Nehemiah and Ezra experience the great victory by focusing on the 
  good work of God, not on the evil forces coming from the north and the south, and from 
  the east and the west. (Nehemiah 2:20, 6:9, 4:14, 13:25, 6: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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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의 사람들은 국가적으로 멈춘 ‘예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시킵니다.
People of God restores ‘the worship; the intimacy with God’ that has stopped on the national level. 
̦ĀŔΧฎҫąŚŝƽǚӕٜĀq̈́߯��ȉ̦Āʤݧr뺯

2.1. 악한 세력은 타협과 타락 통하여 국가적으로 ‘예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멈추도록 버립니다. 
      (느헤미야 1:3, 13:4-5)

  The evil forces try to stop ‘the worship; the intimacy with God through compromising and corruption.
  (Nehemiah 1: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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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동체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이나 포기하고 싶었던 생각들을 나눠봅시다. 
2. 하나님의 공동체를 항상 핍박하고, 분열시키려하는 모든 세력에 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개개인이 전신갑주를 입어 함께 연합하도록 공동체를 위해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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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Together

2.2. 하나님의 사람들은 멈춰버린 ‘예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다시 시작하도록 만듭니다. (느헤미야 3:1, 13:8-14)
    People of God try to restart the ‘worship; the intimacy with God’ that has paused. (Nehemiah 3:1, 1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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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님의 사람들은 교회공동체가 잃어버린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를 회복시킵니다.
People of God try to restore ‘the seasonal feasts; the timetable of God’ that church 
communities have lost. 
̦ĀŔΧฎҫ͵ĜդǜɆࠝ˫ĀqΆʿ뻮̦ĀĴǎȪr뺯

3.1. 악한 세력은 역사적으로 교회공동체와 성도들이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를 멈추고 무감각하게 만들어, 
      ‘세상의 시간표’에 민첩하게 반응하여 살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느헤미야 8:17)

The evil forces try to make the church communities and the congregation forget about ‘the 
seasonal feasts; the time table of God’ and become numb toward these so that they would 
live being sensitive to the time table of the world.  (Nehemiah 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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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교회공동체와 성도들이 ‘세상의 시간표’를 내려놓고,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로 다시 되돌아가도록 사역합니다. (느헤미야 8:16-17)

   People of God always try to make the church communities and the congregations lay 
   down the time table of the world and return to ‘the seasonal feasts; the time table of God’ 
   through their ministries. (Nehemiah 8: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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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가 흐르는 숲
Forest of Living Water Church

Sunday 11am

주일 오전 글로벌예배
Sunday Global Worship

오영섭 목사

Sunday 4pm

주일 오후 글로벌예배
Sunday Global Worship

Missionary Jonathon Lookadoo
Minister Peace Uloma Ogbonnaya

Friday 8:30pm

금요기도회
The Great King Worship Night

전영인 전도사

Tuesday~Friday 10am

큐 티
Kingdom Worship

오영섭 목사

Tuesday~Friday 1~11pm

벙커예배
Bunker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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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h

ip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52 2F

010-3536-38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담임 오영섭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