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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를 반석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솜씨 (3)

기적을 통해 헌신케 하시는 예수님
누가복음 5:1-11

들어가는 말: 예수님은 사람을 얻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 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잠 11:30)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마 16:26)

1. 예수님은 ____________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다양한 접근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대하 16:9상)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렘 5:1)

2. 예수님은 ____________ 에 찾아오셔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눅 5:3)
“성공은 지위를 높여주지만, 실패는 그릇을 키워준다.” 신영복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눅 5:4)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눅 5:5)
“빈 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빈 배는 오히려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빈 배가 만선(滿船)이 될 수 있습니다.”

3.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와 하나님의 ___________ 을 통해 회심케 하십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눅 5:8)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가장 놀라운 성공을 경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공과 실패를 주관하시는 주권자가 되십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 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벧전 1:23)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분명한 비전을 제시하십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눅 5:11)

나가는 말: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많은 고기와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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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kill of Jesus to make reed into rock (3)

Jesus Produces Dedication through Miracles
Luke 5:1-11

Opening Remark: Jesus focused on gaining people.
“The fruit of the righteous is a tree of life, and the one who is wise saves lives.” (Pro 11:30)
“For what will it profit a man if he gains the whole world and forfeits his soul? Or what shall a man give
in return for his soul?” (Mt 16:26)

1. Jesus approached in various ways to gain one ___________________.
“For the eyes of the Lord run to and fro throughout the whole earth, to give strong support to those
whose heart is blameless toward him.” (2Ch 16:9a)
“Run to and fro through the streets of Jerusalem, look and take note! Search her squares to see if you
can find a man, one who does justice and seeks truth, that I may pardon her.” (Jer 5:1)

2. Jesus appears on __________________ and performs a miracle.
“Getting into one of the boats, which was Simon's, he asked him to put out a little from the land. And
he sat down and taught the people from the boat.” (Lk 5:3)

“Success promotes our status, but failure expands our growth capacity.” (Shin, Young Bok)
“And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he said to Simon, “Put out into the deep and let down your nets
for a catch.” (Lk 5:4)
“And Simon answered, “Master, we toiled all night and took nothing! But at your word I will let down the
nets.” (Lk 5:4)

“If we can encounter Jesus through an empty boat, an empty boat is a blessing.”
“If Jesus is with us, an empty boat could turn into a boat full of fish.”

3. Jesus helps us repent through our failures and God’s _________________.
“But when Simon Peter saw it, he fell down at Jesus' knees, saying, “Depart from me, for I am a sinful
man, O Lord.” (Lk 5:8)

“The greatest success in life is to meet God”
“Those who met God have already experienced the most amazing success”
“God is a sovereign God who supremely reigns over every success and failures.”
“

since you have been born again, not of perishable seed but of imperishable, through the living and
abiding word of God” (1Pe 1:23)

“Jesus calls the disciples and reveals to them a clear vision.”
“And when they had brought their boats to land, they left everything and followed him.” (Lk 5:11)

Closing remark: When we follow Jesus, we experience an abundant grace of God
incomparable with a full load of fish.

disciple, empty boat, mirac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