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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2:12 은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루라는 권유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의 말씀연구는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바꾸어 놓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 우리의 마음을 꺠우치시고 (요 14:26)
—예수님께로 이끌어줌 (요 15:26)
—진리로 인도함 (요 16:13)
—소망과 확신을 주심(롬 5:5)
—기쁨을 주심 (롬 14:17)
—사랑으로 채우심 (갈 5:22)
—순종으로 인도하심 (빌 2:13)
2. 성경을 나의 삶에 적용하기
❖예수께서는 성경을 연구하셨습니다. 그분은 성경을 받아들이고 기억할 수 있었고, 삶의
여러 측면에 적절히 적용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유혹을 받았을 때, 성전에서 환전상의 상을 엎으셨을 때, 어려운 질문에 대답해야 할 때
성경을 사용했습니다.
❖ 우리 역시 선택을 하거나 행동 할 때, 사건을 해석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때 성경을 사용해야 합니다.
3. 성경 전체를 받아들임
❖예수님께서는 전혀 거부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그 진의를 밝히시고 의미를 확장 하셨습니다
(마 5:38-39).
❖그는“율법이나 선지자를 폐지하러”(마태 복음 5:17) 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성서의 일부를 거절하신 것은 결코 그분의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의 어느 부분이 영감을 받거나 유용하고 어떤 부분이 그렇지 않은지를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4 성경을 나의 것으로 만듬:
❖ 시간을 투자 하십시요.
—우리는 성경연구와 기도를 통해 예수님을 찾을 시간을 따로 두어야 합니다.
—성경을 빨리 읽는 것만으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주의 깊게
읽고, 묵상하며,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몽 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하루 계획 속에 공부하고 기도 할 시간을 포함 시키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은
생명의 샘과 연결될 것이며 당신의 삶은 예수님을 반영 할 것입니다.
❖ 말씀외우기.
—성경말씀을 외우는 것은 어떻게 유일할까요?
(1) 삶의 여러 상황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2) 선택과 결정에 도움을 주고
(3)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주고
(4) 우리 생각을 하나님께로 올립니다
(5) 거짓 이론과 잘못된 성경해석에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6) 성경이 옆에 없어도 필요할 때에 말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7) 유혹에서 지켜줍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이야기를 외우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음악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우리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를 부를 때 성경의 진리는 우리 마음에 자리잡고 격려와 희망의
근원이 됩니다 (에베소서 5: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