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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질문, 그리고 대답

The Question of Life, And the Answer to It (Nehemiah 2:11-12)
对人生的提问和解答 (尼希米记 2:11-12)

느헤미야 2:11-12

마음열기
Ice Breaker

‘세계관(World view)’의 사전적 의미는 ‘세계의 전체적이고 통일적인 파악’입니다. 제임스 사이어

(James Sire)는 ‘세계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무엇으로 되어있나에 대한 의식적, 무의식적 가정들이다.’, 

원프리드 코듀안(Winfried Corduan)은 ‘우리의 지식을 창출해내는 여과기’,이라고 했으며, 마지막으로 

빌 로마노브스키(Bill Romanowski)는 ‘세계를 보는 창’이라고 합니다. 즉 세계관은 세계와 자신에 대

한 특별한 관점의 해석이며, 그 해석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사는 것입니다. 즉 세계관은 ‘세계와 인생

을 보는 창’입니다.

키워드
Keyword

세계관     World view     世界观

소개하기
Introduction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언제 어찌 될지 모르는 인간의 불확실한 삶은 그분의 전능하고 영
원한 목적 안에서만 최종 의미를 발견 할 수 있고, 파편으로 이루어진 인간의 자아는 그분의 초월적 
사랑 안에서만 궁극의 구심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의 성취에만 인생의 의미를 둔다면 그 
성취 또한 역사의 곡절 앞에 무너지기 쉽고, 그런 삶은 늘 무의미와 타성의 나락 위를 맴돈다. 인간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자기 자신(자아성취)이라면 그가 속한 공동체는 결국 파멸하고 만다, 우리 
모두가 기대어 사는 공동체 말이다. 불의와 잔인한 행위를 낳지 않는 궁극의 충절은 하나님 안에만 
있다. 천지에 그 무엇도 우리에게서 앗아 갈 수 없는 의미 역시 그분 안에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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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지기
B o d y

1.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질문들을 합니다. 
There are most important and realistic questions in life.

我们的人生过着过着就会发出最重要且最现实的提问。

1.1. 인생의 질문들은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현실적인 우선순위는 무엇인가?’로 요약됩니다.
The questions of life can be summed up into ‘what is the most important question? 
what are the realistic priorities?’. 

关于对人生的提问可以简单概括为“最重要的价值是什么？现实的优先顺序是什么？”

2.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질문들에 대하여 ‘성경’으로 대답합니다. 
‘The Bible’ answers the most important and realistic questions in life.

对人生最重要且最现实的问题可以通过“圣经”给予解答。

2.1. 기독교는 철학으로부터 시작된 종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1-2; 출애굽기 3:14; 히브리서 13:8; 요한계시록 4:8; 창세기 1:27-28)
Christianity didn’t start from a philosophy but with the Creator, God. 
(Genesis 1:1-2; Exodus 3:14; Hebrew 13:8; Revelation 4:8; Genesis 1:27-28; )

基督教不是出自于哲学的宗教，而是出自于创造主神。

( 创世记  1:1-2; 出埃及记 3:14; 希伯来书 13:8; 启示录 4:8; 创世记 1:27-28)

2.2. 완전한 하나님 말씀 모두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17-18; 로마서 10:4; 잠언 30:5-6; 신명기 4:2, 12:32; 요한계시록22:18-21)
Every perfect word of God is the eternal word of God that God will fulfill on earth without fail. 
(Matthew 5:17-18; Romans 10:4; Proverbs 30:5-6; Deuteronomy 4:2, 12:32; Revelations 22:18-21)

神纯全的话语是创造主神永远的话语 , 必将全部实现在这地上。

( 马太福音 5:17-18; 罗马书 10:4; 箴言 30:5-6; 申命记 4:2, 12:32; 启示录 22:18-21)

1. 당신의 삶에서 과거와 현재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과 상황들을 나눠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셨나요?

2. 말씀을 삶으로 살아낸다는 의미는 우리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삶입니다. 지금 당신이 모든 사건과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을 나눠
보고, 그 부분에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동행하기
Walking Together

3. 가장 중요하고도 현실적인 질문들에 대한 대답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인생’입니다. 

   (누가복음8:11-15)
The answer to the most important and realistic questions is ‘life that lives out the word of God’. 
(Luke 8:11-15)

对于人生最重要且最现实的提问所给予的解答便是“活出话语的人生”。( 路加福音 8:11-15)

3.1. 열매를 맺는 땅
Soil that bears fruits

结出果实的地

3.2.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
Soils that don’t bear fruits

不能结出果实的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