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양육을 위한 이끄미의 사명과 역할

“풍성한 삶의 첫걸음” 인도자반
1강 초기 양육을 위한 이끄미의 사명과 역할
2강 이끄미가 숙지해야 할 영적 성장의 요소
3강 이끄미가 따르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 말씀
을 막아, 열매를 맺지 못한다. 23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말씀을 듣고서 깨닫
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백 배 혹은 육십 배
혹은 삼십 배의 결실을 낸다. (비교 눅 8:15 그리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들은, 바
르고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서, 그것을 굳게 간직하여 견디는 가운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다.)
두 가지 요소:

1강. 초기 양육을 위한 이끄미의 사명과 역할
서론: 이끄미의 중요성

다) 공통점

1. 예수님의 가르침의 결론과 서론
가) 산상 수훈의 결론
마 7:24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
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25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26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27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
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2.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기
가) 하나님의 진리 – 새로운 세계관
율법주의적 원칙 vs.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창조 – 죄 – 예수 그리스도 – 새로운 삶

두 가지 요소:

나) 이끄미의 이해의 깊이

나) 하나님 나라 비유의 서론
마태 13:18-23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녔는지를 들
어라. 19 누구든지 하늘 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
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20 또 돌짝밭에 뿌린 씨는 이런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곧 기
쁘게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21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 가지 못하고, 말씀 때
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걸려 넘어진다. 22 또 가시덤불 속에 뿌린 씨

다) 이해하도록 돕기

3. 이해한 진리에 기초하여 살아내기

초기 양육을 위한 이끄미의 사명과 역할

가) 거룩한 습관 – 새로운 삶의 방식
1) 출발점의 중요성: 회심
더 깊은 배움을 위한 제안

1, 2과 회심

1.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또는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의 초대를 다시 한 번 읽어보라.
2. 위의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풍성한 삶의 기초 워크북 부록 “풍성

2) 가장 큰 변화: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

한 삶? 풍성한 삶!”(202-226)을 읽으라.
3. 내게 형성된 거룩한 습관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고, 내가 더욱 성장해야 할

3-4과 인격적인 하나님과 어떻게 인격적 교제

부분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또 새로운 계획도 세워보자.
4. 풍성한 삶의 첫걸음을 1-4과 (1-90쪽)을 읽어오자, 또는 www.hanabokdna.org 에

3) 영적 성장의 핵심: 인격적 관계

서 영상을 보고 오자.

5과 말씀, 6-7과 기도
4) 영적 성장의 중요한 환경: 공동체

8과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와 성령님
5) 첫걸음을 선명하게 하는 방법: 나눔과 선언

9-10과 간증과 증인의 삶, 세례
나) 이끄미 자신의 삶

다) 적용하도록 돕기

결론: 초기 영적 성장을 위한 이끄미의 거룩한 사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