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3 과 –  매일의 기도  ( 경건의 시간 ) 
 

어떤 사람을 정말 알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 정기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갖기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매일 “ 정해” 놓아야 

합니다.   

 

  

I. 경건의 시간의 내용 

(1)기도 –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이야기 한다. 

(2)성경읽기 –  성경을 읽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도록 한다. 

 

II. 경건의 시간을 갖는 목적  

(1) 하나님을 예배 하는 것 –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반겨주신다. 

(2)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 -- ______ 

(3) 하나님에 의해 인도 되어지는 것 –  나는 나의 삶에 하나님을 맞아들인다. 

 

III.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는가 ?: 

  

(시편 42:1-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시편 119:147-14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IV. 성경에 나오는 예 

  

성경 속에 인물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찾고 알아갔는가? 

 

성경구절:             인물:           시간:  장소:        

상황: 

 

창세기 19:27                      아브라함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다 

 

시편 5:3           

 

다니엘 6:10           

 

마가복음 1:35           

 

 

위의 예를 통해,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에 있어서 어떤 적용을 할 수 있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영적인 삶을 위한 제안과  방법: 

 

1.  성경: 읽은 성경 본문을 적고 거기에서  배운 내용을 기록한다. 성경 구절을 

묵상한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당신이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기억하라.  

                                  다만  그 구절이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기록한다.   

 

2.  펜과 노트: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 생각나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고 느끼는 것을 기록한다.  “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신명기 8:2) 

 

3.  장소:  하나님과 만나는 데 있어 다른 것으로 인해 방해 받지 않는 조용한  

장소를  선택하라.  

 

4.  시간:  늘 변함없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간을 정하라.  

 

5.  계획:  성경 속에서 당신이 읽을 책을 선택하고 묵상한 후 그 묵상한 것에 대해  

                                 기도하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기 : 

 

“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시편 119:18) 

 

준비:       -- 필요한 것을 선택하고 조용한 장소를 찾는다. 

   -- 마음을 준비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 죄를 고백하라. 

 

하나님을 구하라: -- 성경의  한 본문을 읽는다. 

   -- 본문이 어떻게 당신에게 말하고 있는지 묵상한다. 

   -- 읽은 내용에 대해 하나님과 이야기 하라. 

   -- 위에 기록된 각각의 항목에 대해 기도하라. 

 

꾸준히 지켜나간다: --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에 순종한다. 

(계속해서)  --  깨닫게 된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 

 

 

매일 경건의 시간을 충실하게 지켜나간다. 

 

 끈질기게 경건의 시간을 지킴으로써  내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한다. 

 

1. 경건의 시간은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결단이다.  매일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당신의 영적 삶은 성장할 것이다.   

2.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렇게 말씀하셨다.  “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33).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떠한 문제에 부딪히더라도 

하나님께 가져올 수 없는 것은 없다 . 

3. 성경의 목적 중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다.  

 

 



당신은 매일 경건의 시간을 갖기를약속합니까?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서명 

 

날짜:  _______________________ 

 

시간: _______________________ 

 

장소: _______________________ 

 

계획: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