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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들은 힘든시기를 알고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문제와 반대
에 직면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주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두지 않았
습니다.
"이제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요 보이지 않
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10:38 – 11 : 1
히브리서 작가는 독자들에게 대담한 말을했습니다. 그는“정의”는“믿음”으로 살 것이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실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증거”라고 썼습니다. 모든 그
리스도인은 구원을 위해“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은혜로 너희는 믿음
으로 구원 받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믿음”이 우리가 지상에서 살아야하는 방식임
을 잊어 버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상하거나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
상적인 기독교 생활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위해 온전히 하나님 께 의지하지 않고 지상
에서의이 삶을 위해 전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자신에게 의존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예를 들어, 작가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라합, 게
데온, 바락, 삼손, 입타, 다윗, 사무엘, 선지자를 언급합니다. 믿음을 통해이 사람들은“왕
국을 정복하고,의를 이루고, 약속을 얻었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폭력을 진압하고,
칼의 가장자리를 탈출하고, 약함에서 강해졌고, 전투에서 용감하게되었고, 군대를 도피
했습니다. 외계인의. 여자들은 죽은 자들을 다시 살아 나게했고, 다른 이들은 구원을 받
아들이지 않고 고문을당했습니다. 더 나은 부활을 얻을 수 있도록 : 그리고 다른 사람들
은 잔인한 조롱과 채찍질의 시련을 받았으며, 또한 유대와 투옥에 더해졌습니다. 그들
은 돌에 맞았고, 쪼개지고, 쪼개졌고, 유혹을 받고, 칼로 죽임을당했습니다. 염소 가죽;
가난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한다. (이 세상은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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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과 산, 굴과 땅굴에서 방황했습니다. 그리고이 모든 것들은 믿음으로 좋은보고를 받
았지만 약속을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나은 것을 제공 하셨기 때문에
우리 없이는 완전 해지지 않아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토록 큰 증인 구름으로 둘
러싸여 있음을 보니 모든 무게와 우리를 너무 쉽게 휩쓸고있는 죄를 제쳐두고 인내심
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려 보자. 우리 신앙의 저자이자 완성 자; 그 앞에 놓
인 기쁨을 위해 십자가를 견디고 수치를 경멸하며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 신 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되는 몇 가지 단어 정의를 살펴 보겠습니다.
"신앙"은 피스 티입니다. “청각에 근거한 확고한 설득”입니다. 우리는 듣는 것에 의해
확고하게 설득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진실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을 알
기 때문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물질”은 후포 증입니다. 그것은“현실, 확신, 본질, 실체, 기초, 보증”을 의미합니다. 히
브리서 1 : 3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불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품
의“실재의 표현”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볼 때 당신은 하나님과 그의 성품을 보게됩
니다. 그리스도는보고 듣고 느낄 수있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게 참되었습니다. 그
는 하나님의 실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삶의 것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믿음”은 우리의“실체”,“실체”,“보증”입니다.
믿음은“희망하는 것들의”실체입니다 (elpizomenon). 이것이 우리가“욕망으로 기대하
는”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많은 열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신념, 직업, 다른 사람을
도울 수있는 기회 등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욕망으로 기대하는 모든 것의 현
실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이“현실”임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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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은 또한“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증거"는 elegchos입니다. 그것은“테
스트에 의한 증거”입니다. 이 단어는 유죄 판결과 책망으로 이어진 피고인에 대한 진실
한 증거로 사용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은 pragmaton ou blepomenon입니
다. 눈으로 볼 수없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육안으로는 볼 수없는 것들의“증거”입
니다.
힘든시기에 직면하고 있고 원하는대로 상황이 개선 될 것이라는 큰 희망이 있다면 어떻
게해야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들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볼 수없는 것의 증거입니다.
"신앙"은 즐겁고 어렵고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불
완전하고 궁핍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실수를합니다. 우리는 엉망입니다. 우리
는 상처를 입히고 일을 깊이 느낍니다. 우리는 걱정합니다. 우리는 깊이 걱정합니다. 우
리는 사물이 현재보다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문제를 다루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신앙."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묻고 듣
고 있습니다.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게“신앙 생활”을합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걸음 씩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께서 우리를 돌보 셨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그리스도 께 맡깁니다. 걱정 대신기도합니다. 구원의 순간에 하나님 께
서 우리 마음과 생각에 두신 믿음이 힘든시기를 견뎌 내기 위해 필요한“본질”과“증거”
이기 때문에 믿음이 있습니다.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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