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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를 반석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솜씨(12)

아름다운 성품으로 사역케 하시는 예수님
(베드로후서 1:3~10)
▶ 삶나누기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과 함께 말씀을 적용하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봅시다
▶말씀 들어가기
들어가는 말: 하나님은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에서 그가 예수님을 통해 배운 것과 함께 그가 예수님께 받은 것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것은 신기
한 능력과 신성한 성품입니다. 신기한 능력 속에 신성한 성품이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1. 예수님을 믿을 때 거듭남으로 신성한 성품을 받게 됩니다.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신적인 성품이란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
리 안에 들어온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복음의 말씀과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님을 통해 거
듭나게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되는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들어
오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품은 사랑, 온유, 겸손, 순종, 덕스러움, 화평, 거룩, 형제 우애, 섬김, 진실함, 경건
함, 하나님을 경외함, 인내, 절제, 관용, 용서, 그리고 충성됨과 같은 성품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가까이서 교제하는 인격체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성한 성품을 받은 후에는 우리는 성
삼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게 됩니다. 또한 성도들과의 더불어 교제하는 가운데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2. 하나님은 우리가 신성한 성품으로 사역하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신성한 성품을 주신 까닭은 그로 하여금 신성한 성품을 따라 사역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가
장 아름다운 사역은 그리스도의 성품에서 흘러나온 사역입니다. 신성한 성품의 7층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첫째, 믿음은 신성한 성품의 기초입니다. 둘째, 덕은 신성한 성품의 원천입니다. 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레태
(ἀρετή, aretē)입니다. 이 뜻은 미덕, 도덕적인 탁월함, 순결함입니다. 셋째, 지식은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성품입니
다. 넷째, 절제는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성품입니다. 다섯째, 인내는 고난을 잘 견디는 성품입니다. 여섯째, 경건은 하
나님께 헌신된 거룩한 성품입니다. 일곱째, 사랑은 모든 것을 완결시키는 성품입니다.
사랑은 헬라어로 아가페(ἀγάπη, agapē)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희생하기
까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을 의미합니다. 가장 차원 높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신성한 성품의 칠층집을 지을 때 최고
의 자리에 사랑을 두고 있습니다.
나가는 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신성한 성품을 힘써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통해 사역하길 원하십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역은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사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재능과 함께 훌륭한 성품을 겸비할 때 재능은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성한 성품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첫 아담의 성품을 벗어 버리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의 성품으로 옷 입도록 도와주십니다. 그
때 우리는 아름다운 성품으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성품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빕니다.

▶말씀 나누기

2017 년 10 월 22 일
1. 나 자신의 성품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을 믿고 그 성품이 –대지①의 예수님의 성품을 비추어
볼 때- 어떻게 변화 되었나요? 그 변화가 예수님과의 교제나 성도와의 사귐을 통해 일어난 일이 있었다면
함께 나누어 보세요.
2. 대지②의 7 가지 성품이나 예수님의 성품을 보면서 각자가 좋아하는 성경 인물의 성품을 떠 올려 보세요.
목원님들은 어떤 “신성한 성품”을 따라 사역하기를 소원하는지 서로 말해 보세요.
3. “우리는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을 닮고자 그것을 개발하고 훈련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각자가 실천하고 있는 일이 있으면 나누어 보시고 또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는지 그 방안을 토의해 보세요.
▶기도하기
1. (말씀 적용)예수님의 신성한 성품을 가지고 각자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2. (2017 년 비전) 안식과 배움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3. 시공사(ACI),설계회사(BGW),은행(FCB),새생명 비젼교회가 한 마음으로 성전건축을 섬길 수 있도록
4. 환우 및 문제를 만난 성도님들의 어려움들이 변화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간증이 되도록
5. 해피나잇,새가족 환영회,360 리더쉽,강목사님 사역과 사모님 회복,목자교육,심야기도회,성찬식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