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oup Bible Study   2021. 02.28

진정성, 언약성취의 태도

Integrity, the attitude of achieving the covenant (Nehemiah 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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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혜미야 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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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Breaker

‘진정성’(integrity)은 신뢰로부터 나옵니다. 또한 ‘진정성’(integrity)은 리더십의 뿌리입니
다. ‘진정성’(integrity)은 리더들의 기본이 되는 덕목입니다. 훌륭한 리더와 위대한 리더의 보
편적인 특성이 바로 ‘진정성’(integrity)입니다. 어떤 조직이든지 리더들은 신뢰받기를 원하
고,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조직의 모든 구성원 역시 신뢰를 갈망하며, 리더의 약속과 말을 진
정으로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진정성에서 비롯된 신뢰가 공동체를 공동체답게 만드는 것입
니다. ‘진정성 있는 신뢰’는 우정과 결혼, 가족과 공동체를 결합시키고 유지시켜 주고 강화
시키는 것입니다. 동시에 ‘진정성 있는 신뢰’는 돈으로 살 수 없으며, 상속할 수 도 없고, 강
요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애쓰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
지 자라나기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들만이 ‘진정성 있는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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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어느날 새벽 기도가 끝난 뒤 우연히 교회 쓰레기통을 열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을 뭉클하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라이터와 한두 개 정도 피우고 남은 담배 한 갑이었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담배를 버리기까지 갈등을 겪고 결단했을 그 사람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말입
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참 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의 기준을 바꾸면 전에는 대단히 귀하고 
소중하던 것이 별것 아니게 됩니다. 대신 예배 시간이나 봉사 그리고 감사와 기도와 찬송이 나에게 
소중한 자산으로 남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 싶은 마음도 새롭게 생길 것입
니다. 소중했지만 가치를 몰라서 버렸던 수많은 것들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의 복이 중요하지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
는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나를 슬프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화날 일에 화
가 납니까? 정말 슬퍼할 일에 슬퍼합니까? 나는 실패라고 말하는데 주님이 보실 때에는 성공인 경우
가 많습니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낙심하거나 즐거워하지 말고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승리하며 나
아가야 합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교만이나 자만의 자리에서도 내려오십시오. 
세상의 잘못된 기준으로 자신을 보지 마십시오. 이 땅을 살지만 우리는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들입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자리는 없습니다. 

 「천국 시민의 인생기준」/ 김형준

느혜미야강해 제 29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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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정성’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Integrity’ is the character of God.
��qŬࡄrĄ̦ĀȞȡ뺯

1.1. ‘진정성’은 하나님의 성품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유하시는 성품입니다.(신명기32:4; 시편33:4)
          ‘Integrity’ is the charatcter of God, and he shares this character with us.  (Deuteronomy 32:4; Psalm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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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진정성은 사전적으로 ‘고결함, 온전함, 흠없음, 보전됨, 성실함’의 의미를 갖습니다. 
      ,QWHJULW\�LV�GH¿QHG�LQ�D�GLFWLRQDU\�DV�µWR�EH�QREOH��ZKROH��ÀDZOHVV��SUHVHUYHG��IDLWKI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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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Data Integrity는 ‘데이터 보전성’으로 번역됩니다.  
       Data Integrity can be paraphrased as ‘preservation of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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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의 ‘진실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실히 일하심’으로 나타납니다.
    God’s ‘character of intergrity’ is represented as his faithful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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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하나님께서는 ‘성실히 일하심’으로 둘러싸여 계십니다. (시편89:8; 이사야11:5; 시편89:2)
       God is surrounded by ‘his faithful work’. (Psalm89:8; Isaia11:5; Psalm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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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하나님의 ‘성실히 일하심’이 삶의 양식이 됩니다. (시편37:3)
       ‘God’s faithful work’ is our daily bread. (Psalm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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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하나님의 ‘성실히 일하심’을 크게 찬양하십시오. (시편89:5; 예레미야 애가3:22-24)
       Praise God lavishly for his faithful work. (Psalm 89:5; Lamentations 3: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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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하나님의 ‘성실히 일하심’을 우리의 삶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시편40:10)
       We need to represent God’s ‘faithful work’ through our life. ( Psalm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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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과 사람들(부모,형제,자매,친구들,공동체지체들)에게 진실된 마음으로 행동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는 모습에 대해 나눠봅시다.

2.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진실됨과 성실하심을 배울수 있습니다. 예수
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 또한 변화되고, 연합되어 거듭나도록 함께 나아갑시다.

೯ೞӝز
Walking Together

2.5. 하나님의 ‘성실히 일하심’이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도록 다음세대를 가르쳐야 합니다. (시편89:1, 100:5, 119:90)
      We need to teach the next generation so that God’s faithful work passes on to generation to generation. 
      (Psalm 89:1, 100:5, 1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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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직분을 위임’하십니다. 
     God, who is working, commited his work to the people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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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속적인 성실함’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출애굽기17:11-16)
       God allowed Israel to have victory through Moses’ ‘contitnual faithfullness’. (Exodus 17: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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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하나님께서 제사장과 레위지파에게 다양한 ‘직분을 위임’하셨습니다.(역대하31:17-18, 34:12; 역대상9:22-27)
      God ‘commited various roles’ to the priests and the Levites. 
      (2Chronicles 31:17-18,34-12; 2Chronicles 9: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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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느헤미야의 ‘진실한 성품과 성실히 일함’은 사람들을 움직였습니다.
    ‘Nehemiah’s character of integrity and his faithful work’ moved people’s he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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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느헤미야의 ‘진실한 성품과 성실히 일함’은 위를 향해서는 권위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느헤미야2:4, 2:7-9)
      Regarding those above him, Nehemiah’s character of integrity and his working faithfully’ 
      moved the hearts’ of the authorities.  (Nehemiah 2:4,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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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느헤미야의 ‘진실한 성품과 성실히 일함’은 아래를 향해서는 백성들과 가정, 이스라엘 공동체를 움직입니다. 
     (느헤미야2:18, 4:14, 6:15-16, 8:10)
      As for those below him, Nehemiah’s character of integrity and his working faithfully’ moved 
      people, families, and the Israel community.  (Nehemiah 2:18, 4:14, 6:15-16, 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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