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믿음으로 나가기 

3월8일, 2020년. 그레그 베이커 

 

주제: 믿음으로 나가며 산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것이며 불확실성과 

위험으로 채워진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하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히브리서 11:6 a KRV 

https://bible.com/bible/88/heb.11.6.KRV 
 

https://bible.com/bible/88/heb.11.6.KRV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고린도후서 5:7 KRV 

https://bible.com/bible/88/2co.5.7.KRV 
 

우리 삶을 살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살수 있거나 믿음으로 살 

수 있다.보이는 것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사는 

방법 속에세상의 지혜와 합할 것을 의미한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할 것을 의미한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https://bible.com/bible/88/2co.5.7.KRV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리므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마태복음 14:22-24 KRV 

https://bible.com/bible/88/mat.14.22-24.KRV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 

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https://bible.com/bible/88/mat.14.22-24.KRV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마태복음 14:25-33 KRV 

https://bible.com/bible/88/mat.14.25-33.KRV  

 

믿음안에서 발을 내딛은 베드로의 

경험으로부터 우리는 3가지 교훈을 배울 수 

있다: 

1.명령과 함께 능력이 나온다. 

 

https://bible.com/bible/88/mat.14.25-33.KRV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대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마태복음 14:28-29 KRV 

https://bible.com/bible/88/mat.14.28-29.KRV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하기를 요구하실 

때, 그 과제를 완성할 능력이 그 명령 안에 

포함된다.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아는 것으로 믿음을 세운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https://bible.com/bible/88/mat.14.28-29.KRV


로마서 10:17 KRV 

https://bible.com/bible/88/rom.10.17.KRV 

 

2. 우리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보기위해 

위험을 감수해야한다. 

 

베드로는 배를 오르는 위험을 감수한 유일한 

제자이며 하여 물 위를 걷는 경험을 얻은 유일한 

자였다. 

존 윔버, 빈야드 무브먼트( 미국안에 있는 

복음적 장로교회들 사이에서 시작된 지역 

공동체 부흥 운동--코니가 추가 함)를 시작한 

목사는 믿음은 R-I-S-K( risk: 위험)라고 철자를 

쓴다라고 말하곤 했다. 

 

https://bible.com/bible/88/rom.10.17.KRV


믿음은 행동 어다. 믿음은 늘 행동을 낫기에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것이 신념과 

다른 차이를 만든다. 신념은 머리 속 지식일 

뿐이다. 믿음은 마음(가슴)으로부터 나온다. 

 

3. 때때로 믿음으로는 나간다는 것은 뒤죽박죽( 

엉망진창)일 수 있다. 의심과 두려움은 

여러분에게 영향을 주려고 애쓰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베드로는 최종적으로 잘 해내진 못했다. 

순식간에 물위를 걷는데서 거의 물에 빠지는 

데까지 갔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나갈 때 성공도 실패도 있게 

될 것이다.두려움과 의심은 여러분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다. 여러분의 실패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세우고 다시 시작하도록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라. 

 

결론: 하나님은 그 과제를 성취하기위한 능력은 

그 임무에 포함되어 있다고 자신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 

믿음으로 나가는 삶을 살기를 우리 각자에게 

기대하신다.  

조금은 뒤죽박죽 될 위험부담이 있을지라도 

두려움과 의심을 뒤로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임무 안에서 담대히 나가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안에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