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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비전의 뿌리

Prayer, the Root of Vision (Nehemiah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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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헤미야 2:12

݃ৌӝ
Ice Breaker

보이지 않는 나무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보이는 나무가 크면 클수록 뿌리가 깊고, 넓
게 땅 속으로 파고 드는 것처럼, 보여지는 시설과 설비시스템, 프로그램, 사람들이 많을 수록 기도의 뿌리
는 깊고 넓게 자리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올 때 나무는 뿌리 채 흔들리고 
뿌리 뽑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비전을 올바르게 알아야합니다. 
그 시작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른 기도의 태도와 사람을 향한 올바른 기도의 태도를 배
워야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 말씀 속에 있는 기도의 태도를 통해 올바른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길 소원합
시다.

ఃਕ٘
Keyword

기도     prayer      祷告

ࣗѐೞӝ
Introduction

한 수도사가 기름(oil)이 필요하여 올리브 묘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여, 이 연약한 뿌리가 마시
고 자랄 수 있는 비가 필요하니,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주께서는 단비를 내려 주셨습
니다. 그 수도사는 또 기도를 했습니다. "주여, 나의 나무는 태양이 필요합니다. 주께 기도드리오니 해를 주
시옵소서." 그러자 검은 구름을 몰아버리고 해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오! 주님, 이 나무를 단단히 하기 
위해서는 서리가 필요합니다"라고 수도사는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작은 나무에는 서리가 앉아 번쩍거
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저녁에는 죽어버렸습니다."

 그 수도사는 동료 수도사의 방을 찾아가, 그의 이상한 경험을 털어 놓았습니다. "나도 역시 작은 나무 
한 그루를 심어 키우고 있습니다"고 하면서 그의 동료는 말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잘 자랍니다. 나는 
나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 나무를 만드신 하나님께요. 그는 나 같은 사람보다 그것이 필요로 하는 것
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방법으로도 고정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주여! 이 나무가 필요
로 하는 것을 주시옵소서. 강풍이든, 햇빛이든, 또한 바람이든, 비든, 서리든 주께서 때를 따라 주시옵소서. 
주께서는 이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잘 아시나이다'라고 기도할 뿐입니다"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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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 d y

1.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가르쳐주셨습니다.
Jesus taught us ‘prayer towards God’.
໔ᜠ͵֢āĶqħ̦Āᄁгr뺯

1.1.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하나님과 자녀 관계의 ‘친밀함의 고백’에서부터 시작됩니다.(마태복음6:9)
   Prayer towards God begins with the ‘confession of intimacy’ between God and his children.(Matthew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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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배’하며 높이는 것입니다.(마태복음6:9)
  The prayer towards God is to ‘worship’ the holiness of the Creator God.(Matthew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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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이미’ 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나라
      를 ‘소망’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already, not yet)(마태복음6:10)

  Prayer towards God is to experience the Kingdom of God that has come ‘already’ ‘hoping 
  for’ the Kingdom of God that has ‘not yet’ come as we prepare the way for the return of 
  Jesus. (Matthew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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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마태복음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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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수님께서 ‘사람을 향한 기도’를 가르쳐주셨습니다.
Jesus taught us ‘prayer towards people’. 
໔ᜠ͵֢āĶqħĉĀᄁгr뺯



1. 당신이 평소 하는 기도의 내용들을 살펴봅시다. 기도의 초점이 스스로의 안전과 평안함을 위해 요구
하는 태도입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중심을 내어 드리는 태도입니까? 

2. 하나님의 비전이 이 땅의 속한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음을 선포합시다. 그리고, 그 비전이 내 안에 이루
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딪치는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져 감을 믿음으
로 고백하는 한 주 됩시다.

೯ೞӝز
Walking Together

2.1. 사람을 향한 기도는 이 세상의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광야의 식탁’을 누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6:11)
  Prayer towards people is to enjoy the ‘table in the wilderness’ God prepares for us in the 
  wilderness in our life. (Matthew 6:11)
�ħĉĀᄁгĄćĕșĘĀᐰƥɢĘ뻟ǃɩ̦ါୠĀqᐰĀԑࢴr뺯�
҈Ɩ˟͡������

2.2. 사람을 향한 기도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다른 사람을 용서
      하여 우리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지속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마태복음6:12)
  Prayer towards people is to give thanks to God for his grace of forgiveness and salvation 
   and to experience continuous grace of God forgiving our sins as we forgive others.(Matthew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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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람을 향한 기도는 ‘세상의 시험과 유혹’을 ‘성장과 성숙의 기회’로 바꾸는 ‘반전의 은혜’와 악한 영
      과 악인으로부터 구하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마태복음6:13)

  Prayer towards people makes us experience the ‘grace of reversal’ that changes ‘tests 
  and temptation of the world’ into ‘the opportunity of growth and maturity’ and the ‘protection 
  of God’ that saves us from evil spirits and evil ones. (Matthew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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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st of Living Water Church

Sunday 11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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