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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를 반석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솜씨(13)

재생산을 통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예수님
(베드로전서 5:13)
▶ 삶나누기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과 함께 말씀을 적용하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봅시다
▶말씀 들어가기
들어가는 말: 예수님은 베드로의 실패를 선용하심으로 탁월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눈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을 아주 소중한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탁월하십니다.
1.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생산의 비전을 심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을 삼년 동안 양육하셨습니다.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들에게 비전을 주셨습니
다. 그 비전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라는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은 재생산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제자로 키우시고 남기신 것처럼, 제자들도 다른 제자를 키우고 남기는 것이 재생산의 비전입니다. 사람을 낚는 것과
사람을 취하는 것은 같은 비전입니다. 그것은 사람을 재생산하는 비전입니다.
1) 재생산에 대한 명령은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2)예수님은 재생산의 비전을 가지고 제자들을 키우셨습니다.
3)재생산을 위해서는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은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희생을 경험
합니다.
2. 예수님의 제자가 한 사람 재생산되기 위해서는 여러 사람이 동원됩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을 준 사람이 그
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베드로가 그의 영의 아들 마가를 소개해 준 사람은 마가의 외삼촌 바나바였을 가능성이 높습
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쓰신 인물들의 연결점을 찾아내어 연구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어떤 만남들과
의 만남을 통해 우리를 양육하시고 키우시고 계시는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만남은 신비입니다. 만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베드로가 바울에 대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에 대한 쓴뿌리가 전혀 없습
니다. 또한 바울도 나중에 마가를 다시 용납합니다. 베드로가 키운 마가를 그의 동역자로 삼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이것이 베드로를 베드로 되게 하고, 바울을 바울되게 한 성숙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뛰어 넘은 것입니다.
나가는 말: 재생산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한 영혼이 복음을 통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한 순간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영혼이 영적으로 태어나서 그리스
도의 제자로 성장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흐릅니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양육, 두 번째 단계는 훈련, 세 번째 단계는 은
사 개발, 네 번째 단계는 사역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참으로 훌륭하게 키우셨습니다. 그의 실패를 선
용하셔서 더욱 성숙한 인물로 세우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자기처럼 실패를 경험한 마가를 제자로 삼아 바울까지도
유익하다고 말하는 인물로 키웠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를 통해 재생산의 풍성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부디 예수님이 보여 주신 재생산의 비전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제자 배가의 원리를 가슴에 품으십시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그들을 사랑과 지혜와 지속적인 돌봄과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키우십시오. 사
람을 키우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보람 있는 일은 없습니다. 베드로처럼 마가와 같은 영의 자녀를
낳아 키우는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시길 빕니다.

▶말씀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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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수님의 비젼은 (
)의 비젼입니다.” 여러분은 실제로 “사람을 키우는 영적 재생산”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정에서 자녀들이나 혹은 교회, 직장에서의 목원과 팀원 등을 예로 들어 서로 나누어 보세요.
2. “만남은 보이지 않는 (
)과 (
)에 의해 이루어집니다.”[대지 ② 참조] 베드로, 마가 그리고
바울의 만남을 보면서 느낀 점은 무엇인가요? 각자가 “하나님의 섭리 중 만남”을 통해 영적 재생산을 이룬
경험이 있으면 서로 간증해 보세요.
3.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드는 일은 가장 가치있는 일입니다. 각자가 존경하는 믿음의 인물 중 이
사역에 열정을 다해 헌신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분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교훈을 서로 나누면서 그것을
현재의 목장과 우리교회를 위해 어떻게 적용(실천)할 수 있을지 토론해 보세요.
▶기도하기
1. (말씀 적용)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2. (2017 년 비전) 안식과 배움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3. 성전 건축위원들과 각 팀장, 안수집사님들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지혜 주시기를
4. 환우들의 애환과 여러 난관으로 인해 힘들어 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가 속히 응답되기를
5. 창립 8 주년,장학기금 바자회,새가족 환영회,360 리더쉽,강목사님-사모님 회복,목자/서리집사 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