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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됨, 언약성취의 태도

Fidelity, Covenant Achieving Attitude t (Nehemiah 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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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혜미야 2: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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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Breaker

‘충성됨(Fidelity)’은 히브리어 ‘에메트’는 구약에서 126번 사용되었는데, 역시 ‘진정성’과 마찬가
지로 확실, 진실의 ‘아만’으로부터 유래한 단어입니다. 즉 ‘충성됨(Fidelity)’과 ‘진정성(Integrity)’은 
‘아만’이라는 한 뿌리에서 나왔습니다. ‘아만’의 뿌리로부터 ‘진정성(Integrity)’이라는 줄기가 나오
고, 다시 그 줄기로부터 ‘충성됨(Fidelity)’이라는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충성됨(Fidelity)’ 
역시 진실을 말하고 약속은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성품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비밀을 맡
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성품입니다. 성경에서 영향력있게 하나님나라를 확장시킨 하나
님의 사람 모두 이러한 충성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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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한 과부의 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과
부는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의 결심에 동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과부는 
아들을 타국으로 떠나보내고 혼자 살 일이 무척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중 과부는 요한복음 3장 16
절 말씀을 통해 자신을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
다. 그리고는 아들을 기꺼이 선교사로 떠나보냈습니다. 최고의 사랑은 자신이 가장 아끼는 것을 상대
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곧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쓰다가 
남은 찌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가 있습니다. 당신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시간, 물질, 열정은 지금 
어디에 쏟아 부어지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얻기를 원합니까?
  모든 것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사랑을 ‘얻어내는 사랑’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적인 사랑은 ‘값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느혜미야강해 제 30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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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의 충성됨’은 ‘하나님의 진리’로 드러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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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충성됨’을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리’로 드러내셨습니다. (시편31:5, 57:10, 85: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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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충성됨은 사전적으로 ‘정확함, 확실함, 신실함’의 의미를 갖습니다.
�������)LGHOLW\�KDV�GLFWLRQDU\�PHDQLQJV�RI�µDFFXUDF\��¿UPQHVV��DQG�IDLWKIXOQHV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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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Hi-Fi ; High Fidelity는 ‘하이 파이‘로 그대로 부릅니다. 
       Hi-Fi; High Fidelity is called ‘High Fide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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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Eternal ‘Word of God’ is eternal ‘truth of God’. 
����к˰Āq̦ĀƸГrĄк˰Āq̦ĀŬȗr뺯

2.1.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시편119:142, 151, 16 , 45:5; 잠언20:28; 시편57:3, 61:7)
       Eternal ‘Word of God’ is eternal ‘truth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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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사무엘하2:6, 15:20; 시편25:10, 43:3, 25:5, 6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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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Truth of God’ is revealed through ‘our lives’. 

q̦ĀŬȗrʙĿqāĶĀŀЄrׅƍ뺯



1. 하나님의 말씀 앞에 충성되게 나아가지 못하는 영역을 나눠봅시다.    
    [충성됨 :정확함, 확실함, 신실함] 

2. 하나님의 진리를 기뻐하고,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당신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품지 못하게 하는 왜곡된 지,정,의가 조명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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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Together

3.1.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의 ‘진리를 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 됩니다. 
      (시편26:3, 40:10; 잠언14:22; 다니엘9:13)
       Life, understanding ‘truth of God’ and ‘lived out for truth of God’, becomes joy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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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항상 선포해야 합니다. (시편30:9, 119:43; 잠언8:7; 스가랴8:19; 말라기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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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세대에서 세대로, 다음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잠언3:3, 22:21)
       We must teach the truth of Go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o the next generation.  
��������3URYHUE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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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충성된 삶’으로 열매 맺습니다.
    ‘Truth of God’ bears fruits through our ‘loyal life’. 
��q̦ĀŬȗrćāĶqฑࡄĀĉŀrġʪŜưǰ뺯

4.1.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의 ‘충성된 삶’으로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영역가운데 열매 맺습니다.
     (느헤미야7:2; 역대하32:1; 이사야16:5)
     ‘Truth of God’ bears fruits among all nations, all generations, and all spheres of society 
�����WKURXJK�RXU�µOR\DO�OLIH¶����1HKHPLDK�������&KURQLFOHV�������,VDL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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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충성된 삶’을 사는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의 공동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8:3, 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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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가 흐르는 숲
Forest of Living Water Church

Sunday 11am

주일 오전 글로벌예배
Sunday Global Worship

오영섭 목사

Sunday 4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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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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