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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를 반석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솜씨 (2)

관찰을 통해 제자를 분별하시는 예수님
마태복음 4:18-22

들어가는 말: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우는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전 2:10)

1. 예수님은 관찰을 통해 제자들을 선택할 _______________ 를 분별하셨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마 4:18)
1) 예수님은 새로운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__________________ 된 지역을 선택하셨습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막 2:22)
2) 예수님은 _________________ 사람들을 선택하기 위해 변방을 선택하셨습니다.
3) 예수님은 _________________ 에 복음을 전하기 쉬운 장소를 선택하셨습니다.

2. 예수님은 관찰을 통해 선택할 __________________ 들을 분별하셨습니다.
1) 예수님은 ____________________ 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관찰하십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 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시 78:70-72)
2) 예수님은 일터에서 우리가 일하는 __________________ 를 관찰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 25:21)
3) 예수님은 제자들을 관찰하고 _________________ 하신 후에 선택하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마 4:19-20)
첫째, 예수님의 부르심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셋째, 예수님의 부르심은 예수님을 따라 오라는 부르심입니다.
4) 예수님을 통해 올바른 __________________ 의 지혜를 배우십시오.
첫째, 내가 좋아하는 사람보다 필요한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둘째, 전체 그림을 본 후에 선택하십시오.
셋째,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꼭 보아야 할 것을 보고 선택하십시오.
넷째, 과거에 노예가 되지 말고, 미래를 바라보며 선택하십시오.
다섯째, 눈부신 끈기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을 선택하십시오.

나가는 말: 예수님은 선택한 베드로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셨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마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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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kill of Jesus to make a reed a rock (2)

Jesus to Discern Disciples through Observation
Matthew 4:18-22

Opening Remark: God's concern is in saving people and building disciples.
"but God has revealed it to us by his Spirit. The Spirit searches all things, even the deep things of
God." (1Co 2:10)

1. Jesus discerned _____________ to choose his disciples through observation.
"As Jesus was walking beside the Sea of Galilee, he saw two brothers, Simon called Peter and his
brother Andrew. They were casting a net into the lake, for they were fishermen." (Mt 4:18)
1) Jesus chose _____________ region to be able to accept new ideas.
"So many gathered that there was no room left, not even outside the door, and he preached the word to
them." (Mk 2:22)
2) Jesus chose the boundary region to choose the _______________ people.
3) Jesus chose an easy place to preach the Gospel to the ______________________.

2. Jesus discerned who would be chosen as _____________ through observation.
1) Jesus observes people at the very field of the __________________.
"He chose David his servant and took him from the sheep pens; from tending the sheep he brought him
to be the shepherd of his people Jacob, of Israel his inheritance. And David shepherded them with
integrity of heart; with skillful hands he led them." (Ps 78:70-72)
2) Jesus observes the ________________ that we work in the workplace.
"His master replied,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You have been faithful with a few things; I will
put you in charge of many things. Come and share your master's happiness!' (Mt 25:21)
3) Jesus chose his disciples after observing and ________________.
""Come, follow me," Jesus said,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At once they left their nets and
followed him." (Mt 4:19-20)

First, Jesus' call was a call for us to become a fisher of man.
Second, there is something to be discarded for us to answer Jesus' call.
Third, Jesus' call is a call for us to follow Jesus.
4) Learn the wisdom of right ______________ through Jesus.

First, choose the one you need rather than the one you like.
Second, choose after viewing the whole picture.
Third, choose after you look at not just what you want to see, but what you must to see.
Fourth, choose while you do not become slaves in the past, but look at the future and choose.
Fifth, choose the one who can persevere with incredible perseverance.

Closing Remark: Jesus chose Peter to be a fisher of man.
"Come, follow me," Jesus said, "and I will make you fishers of men." (Mt 4:19)

place, open, marginal, foreign people, disciples,
workplace, attitude, discretion, cho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