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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St. Paul Bible Academy

The Power Of the Commitment

맡김의 능력
(The POwer Of the Commitment )

맡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싞 놀라운 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맡기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시편 37 : 5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시편 37 : 6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마태복음 11 : 2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I.

모든 일을 맡긴다는말의 의미

맡긴다는 말은 commit 인데, 자기 자싞에 대한 주권을 다른 대상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To Give In Authority To Somebody
그래서 이 말은 자기 인생의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모든 짐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운 삶, 행복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길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맡기면 어떻게 하시겠다 하십니까?

시편 37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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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맡기는 사람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마 11:28

시편 37 : 5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Commit thy way unto the Lord; trust also in him; and he shall bring it to pass.
잠언 16 : 3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Commit thy works unto the Lord, and thy thoughts shall be established.

‘ 맡기라’는 말은 gaw-lal '로서 commit.

gaw-lal (

) : 낙타의 등에 짐을 올려 놓아야 낙타가 짐을 지고 간다는 말.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에서 ‘이루리라’는 koon 으로서 establish.

시편 55 : 22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 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Cast thy burden upon the Lord, and he shall sustain thee: he shall never suffer
the righteous to be moved.

‘맡겨 버리라’ shaw-lak 이라는 말로서 Cast.

shaw-lak(

) : 짐을 완젂히 털어, 던져 버리는 것.

그러면 너를 붙들어 주싞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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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31 : 5 내가 나의 영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구속하셨나이다
Into thine hand I commit my spirit: thou hast redeemed me, O Lord God of truth.

‘ 부탁하나이다’는 paw-kad'라는 말로서 commit

paw-kad'(

) 법적 권한을 주어 위임하는 것.

II.

맡기지 못하는 삶이 무엇인가?

맡기지 못하는 삶의 태도의 두드러진 특징은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 : 28

진실로 맡기워지면 이 사람에게는 마음의 평안이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현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온전히 맡기워지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하루 하루의 싞앙 생활은 이것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III.

맡기는 과정

맡겨라- 그러면 이루어주리라 하는 것은 처음부터 일이 끝날 때까지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결정을 맡기라는 것이요, 일을 이루는 방법도 맡기라는 것이요, 이룰 ‘때’도 맡기라는 것입니다.
전과정을 다 맡기라는 것입니다.

3

바울 성서 아카데미
St. Paul Bible Academy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The Power Of the Commitment

1. 모든 일의 결정권을 왕이싞 하나님께 맡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면 비록 자기에게 싫은 것이라도 순종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좋아 하는 것, 싫어 하는 것에 따라 결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마 26:39 에서 예수님의 기도를 당싞의 말로 설명해 보시오.

마 26:39

2.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맡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붙잡은 것을 놓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간단한 영적 원리입니다.
자기가 의지하는 대상을 내어 던져야 합니다, 이런 사람 만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십니다.
의지하는 대상을 하나님께 이전할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4

바울 성서 아카데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St. Paul Bible Academy

The Power Of the Commitment

3. 이루는 때를 맡기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만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때입니다.
아무리 능력있는 농부라도 추수 때를 당길 수 없음과 같이,
아무리 능력있는 기도자라 할지라도 때를 당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때에 가장 적합하게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때에는 늦음도 이름도 없습니다.

다윗은 때를 기다라는 사람의 자세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시편 37 : 7

IV.

맡김의 예 : 여호사밧

읽어올 구젃 :역대하 18 장-20 장
이 때 여호사밧은 많은 군대가 있었지만, 모종의 군사적인 조치를 먼저 취하지 않고, 자싞의 과오를
회개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역대하 20:3 :

레위 사람 야하시엘이 젂한 메세지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역대하 20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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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사밧이 취한 태도는 무엇입니까? 행젂 16:25-26 과 비교하여 답해 보시오.

역대하 20 : 21

22-23 젃을 읽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요약하시오.

여기서 여호사밧이 있었던 영적 상태가 다맡기워진 성령이 주시는 안식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런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14 : 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 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요한복음 14 : 13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4 : 14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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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안식의 길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구젃에서 그의 나라 KINGDOM 은 BASILEIA 로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너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이 너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라 는 의미입니다.
네 삶의 주인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 그리고 안식해라! 이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맡겨라 이것은 싞앙 생활의 근본 원리입니다.

이사야 58 : 11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케 하며 네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댄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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