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끄미가 숙지해야할 영적 성장의 요소

“풍성한 삶의 첫걸음” 인도자반
1강 초기 양육을 위한 이끄미의 사명과 역할

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시작: 회심
점진적 회심과 즉각적 회심

2강 이끄미가 숙지해야 할 영적 성장의 요소
3강 이끄미가 따르미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3B (믿음/Belief, 변화/Behavior, 공동체/Belonging)

2강. 이끄미가 숙지해야할 영적 성장의 요소
2.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실제

서론: 중심을 꿰뚫고 있는 선배

가) 말씀의 우선성
다독 –
묵상 –
1. 기독교 신앙의 고갱이 (본질)
가) 인격적이신 하나님

특권인가? 의무인가?

인격적이고-무한하신 하나님
인간 | 간격
간격 | 인간
동물 | 동물
식물 | 식물
기계 | 기계
(프란시스 A. 쉐퍼)
하나님의 독특성과 인간의 독특성

나) 기도의 특권
기독교 영성

주기도문
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란?
오용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 오___, 느____, 체___
은혜 (하향성: _______계시; 상향성: ______& _______)

믿음의 중요성.

이끄미의 중요성

다) 거룩한 습관

10-10-10
생각-행동-습관-인격-인생

이끄미가 숙지해야할 영적 성장의 요소

3.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위한 버팀목

더 깊은 배움을 위한 제안

가) 영적 성장의 열쇠: 공동체와 성령님

1. 풍성한 삶의 첫걸음 5-10과를 읽어보자, 또는 www.hanabokdna.org 에서 영상을 보고 오

공동체적 나눔: 3C

자.
2. 나의 영적 성장에 있어 열쇠가 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성장하고 있는지, 나 자신
의 영적 삶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습관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실행하자.

3.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것: _____-_____-__________(초자연적)

나) 간증과 전도

다) 공개적 선언

4. 하나님 나라의 신학
1) 하나님 나라, 예수님의 중심 사상
2) 하나님 나라, 복음인가 심판인가?
3) 하나님 나라 백성의 영적 성장
4)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장 큰 영광
5) 구약에서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님 나라 사상
6) ‘이미’와 ‘아직’의 하나님 나라
7)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에 드러나는, 그들 삶의 특징
8) 하나님 나라 백성의 공동체와 성령님
9)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에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10) 하나님 나라 백성, 세례(침례), 그리스도 안
<청년아 때가 찼다>
https://www.youtube.com/watch?v=iETr6JiHnb4 (UTube, 김형국목사, C-story)

결론: 초기 양육의 목적과 이끄미의 영향력

각 장 끝에 있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 10개를 이어서 읽어보며, 하나님 나라 사상을 정돈
해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