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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를 반석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솜씨(14)

은혜를 통해 천국 인재를 세우시는 예수님
(베드로후서 3:18)
▶ 삶나누기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과 함께 말씀을 적용하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봅시다
▶말씀 들어가기
들어가는 말: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 천국 인재를 키우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품었던 꿈은 고기를 많이 잡는 어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천국 복음
을 받은 후에는 킹덤 드림을 품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킹덤드림을 품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어떻게 지속적
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1.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성장하십시오.
”자라가라“는 헬라어는 ”아웈사노“(αὐξάνω, auxanō)입니다. 즉 ”성장하다. 자라다. 내적으로 성장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χάρις, charis)입니다. 즉 ”카리스“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
게 하나님이 값없이 베푸시는 호의“를 의미합니다.
1)은혜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 2)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을 때 성장하게 됩니다. 3)은혜를 깨달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4)하나님이
우리의 성장을 위해 예비해 주신 은혜의 방편을 깨달으십시오. 5)은혜 안에서, 그리고 은혜 아래서 성장하십시오. 하
나님의 은혜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용서의 은혜입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입니
다. 우리는 그러므로 자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2.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성장하십시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이론적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 지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
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됩니다. 예수님과 연
합할 때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을 공급 받게 됩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그의 가지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1)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
만합니다. 2)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충만합니다. 3)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4)예수님 안에 하
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 5)예수님 안에 보배로운 피가 충만합니다. 6)예수님 안에 생명수가 흘러 넘칩니다.
7)예수님의 이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8)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흘러 넘칩니다. 우리가 할 일
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족함과 부요함을 기도하는 중에 받아 누리고 나누는 것입니다.
나가는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베드로는 모든 영광을 우리 구주 예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오직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
해서 해야 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생애 속에서 오직 그를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까닭
에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은
작은 씨앗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만남을 통해 그는 신비로운 천상의 지식과 신성한 성품을 갖춘 천국 인재가 되었
습니다. 또한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를 통해 수많은 제자들이 재생산되고, 배가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베드로와 같은 인물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베드로와 같
은 인물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길 빕니다.

▶말씀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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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은혜”(헬라어-카리스)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이 (
) 베푸시는 (
)”를 의미
합니다. 이 시간 잠시 각자가 그 은혜를 받아 “뜨겁게 눈물을 흘렸던 감격적인 순간”을 추억해 보세요. 그런
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의 믿음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서로의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2. 우리는 예수님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대지②를 보며 현재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 예수님의 일하심이 내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발견해 보시고, 그것을
목원님들과 나누어 보세요.
3. 베드로는 예수님 은혜로 천국 인재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비슷한 점 혹은 다른 점이 무엇인지 더 나아가 배워야 할 점은 무엇인지를 살펴 보시고 어떻게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천국의 일군이 될 수 있을지를 토의해 보세요.
▶기도하기
1. (말씀 적용)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천국의 일군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2. (2017 년 비전) 안식과 배움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3. 겨울 우기가 오기 전에 지붕, 외벽공사가 설계도대로 순조롭게 진행되며 인스펙션이 잘 통과되도록
4. 환절기에 환우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며 성도님들 가정의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성숙하도록
5. 창립 8 주년,새가족 환영회,360 리더쉽,강목사님-사모님 건강,목자/서리집사 교육,청년부 전도축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