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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원리 ⅩⅦ.  
성장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신앙이 침체되어 가는 과정 

 
1. 성장과 성숙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 

 

[에베소서 4: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

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20]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히브리서 5:12-14] 

12 시간으로 보면, 여러분은 이미 교사가 되었어야 할 터인데,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적 원리를 남들에게

서 배워야 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단한 음식물이 아니라, 젖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13 젖을 먹고서 사는 이는 아직 어린아이이므로, 올바른 가르침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14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

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신앙을 가진 성도는 반드시 성장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다.‘온전한 사람’,‘장성한 사람’,‘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으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신앙의 성장은 성경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이다.  

 

2. 창조적 신앙은 ‘새로움’이 있는 신앙이다.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새로움’이다. 이에대한 반대 개념은‘매너리즘’이다. 매너리즘이란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새로움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이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같은 일은 한 번도 없었다. 어제와 오늘은 다르

고, 또 내일 또한 다르다. 1분 1초에 맞추어 움직이는 완전히 복사된 시간은 없다. 창조는 새로움의 연속성이다. 그 중심

에 인간이 있다. 새로움은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  

 

[예레미야애가 3:23]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고린도전서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성경에서 말하는 새로운 피조물이란, 예수님 안에서 이전 것과는 완전히 다른‘새 존재’를 의미한다. 완전히 새로워진 

상태를 의미한다. 이것이 영적인 상태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의 온전한 정체성이다. 이 새로움은 역동성, 에너지, 

활력, 기쁨, 소망, 꿈 등을 의미한다. 신앙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과 다른, 날마다 새로워진 자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창조의 신비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다.  

 

성경은‘새로움-NEW’를 강조한다. 생명은‘새로움’을 아는 것이다. 새로움은 없던 것이 생겨난 창조를 의미한다. 대표

적인 예가 바로 인간이다. 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하나님은‘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 하셨다. 그러므로 ‘새로움’

은 창조에 속한 영역이며‘하나님의 속성’이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새로움’이며 창조의 결과이다.  

 

3.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날마다 창조의 영역안에 있는‘새로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어제의‘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감사이다. 또한 삶 

자체가‘창조적 에너지’로 충만하다. 이 사람에게 매너리즘이 있을 수 없다.  

file://///var/folders/6c/744jjbpx7sx0s10txtnmlxz80000gn/T/javascript:openDict(434,%20그리스도)
file://///var/folders/6c/744jjbpx7sx0s10txtnmlxz80000gn/T/javascript:openDict(3219,%20충만)
file://///var/folders/6c/744jjbpx7sx0s10txtnmlxz80000gn/T/javascript:openDict(3219,%20충만)
file://///var/folders/6c/744jjbpx7sx0s10txtnmlxz80000gn/T/javascript:openDict(3450,%20형제)
file://///var/folders/6c/744jjbpx7sx0s10txtnmlxz80000gn/T/javascript:openDict(347,%20교사)
file://///var/folders/6c/744jjbpx7sx0s10txtnmlxz80000gn/T/javascript:openDict(226,%20경)


영적원리 ⅩⅦ. - 성장하고자 하는 갈망이 없는 신앙이 침체되어 가는 과정 

Friday Worship Service 2017.1.27. David Cho 

 

4. 성경에서 말하는‘새로움’은 존재의 영역, 즉 관계의 영역이다.  

창조는 모든 피조물이‘수동적 존재’가 아닌‘주관적 능동적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능동적 자유의 핵심은 스스로 창조주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성립은‘창조주’안에서만 가능하다. 피조물의 정의가‘스스로 존재할 수 없다’ 는 것이다. 하나

님은 이 일에 대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스스로 정의 해주셨다.  

 

[출애굽기 3:14] 

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

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the Israelites: 'I AM has sent me to you.' “ 

 

하나님은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정의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이 대명제가 모든 피조물이 존재하는 가장 중요

한 이유가 된다. 신앙은 모든 피조물들이 자신의 존재를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다.‘나’의 존재를 알기 위해서‘나’를 아는 것이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을‘아는 일’을 통해서‘나

의 존재’를 알게 되고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신앙의 핵심은‘하나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다.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확실히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될 때, 모든 인간은 온전한 충만함에 이를 수 있다. 내가 스스로의 물을 채울 수 없다. 빈 컵과 같은 내 자신이 온전한 

생수되신 하나님의 강 안에 잠겨있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 상태가‘충만함’이다.  

 

모든 피조물의 새로움은 날마다 내 존재의 이유가 되는‘창조주’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다. 

 

 

5. 매너리즘에 빠지는 이유 

 

(1) 창조적 신앙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 정체성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다.  

존재적 신앙의 결여를 의미한다. 날마다 무엇을 하는‘행위적 신앙’에 기초한다. 행위는 본질이 아니다. 존재가 본질이

다. 행위를 통해서 본질을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매너리즘에 빠지는 것이다.  

 

(2) 성장하고자 하는 갈망은 존재하나, 이 갈망이 온전히 옮겨지는 거룩한 습관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에베소서 4:13]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

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성경은‘아는 일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라고 말한다. 아는 일, 갈망하는 일이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끝이난다. 아무런 변화와 발전이 없다.  

 

‘성장’한다는 것은‘변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성경은 성장이 없는 신앙에 대해서, 시간이 되었는데 여전히 젖을 먹는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한다. 무슨 말인가?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어린아이와 성인의 차이점은 하나이다. 어린아이는 수

동적 삶이고, 어른은 능동적 삶이다. 성인이 되었다는 것은 자신을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수준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게 되었고 깨달을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고린도전서 14:20] 

형제자매 여러분, 생각하는 데는 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악에는 아이가 되고, 생각하는 데는 어른이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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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서 5:12] 

12 그러나 단단한 음식물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입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세련된 지각을 가지

고 있는 사람들  

 

(3) 거룩한 습관이 중요하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이 이 땅에 새로운 창조로 나타나는 일은 거룩한 습관을 통해서 가능하다. 거룩한 습관이란 

구체적인‘행동’과‘실천’을 의미한다. 아무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있어도, 이에대한 구체적인 노력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고 연구하는 일) 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알고자 하는 마음만 있을 뿐 새로운 변화는 실제적으로 전혀 

없다. 

 

(4) 부지런해야 한다.  

게으른 사람은 매너리즘에 빠진다. 매너리즘은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며, 

그 첫째가 게으름이다.  

 

(5)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열린다.  

찾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얻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은‘움직이라’고 말한다.  

 

(6) 하나님에 대한 갈망과 예수님에 대한 갈망의 삶에 대한 가장 좋은 예는,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며 자신을 거룩하고 성

결하게, 스스로 준비하는 삶을 말한다.  

 

(7)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며, 침체와 매너리즘의 늪에 스스로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8) 묵상을 넘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연구하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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