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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를 반석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솜씨(4)

공동체 안에서 제자를 키우시는 예수님 (눅 6:12~19)
▶ 삶나누기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과 함께 말씀을 적용하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봅시다
▶말씀 들어가기
들어가는 말: 예수님은 제자를 선택하는 일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모습은 누가복음 6
장에만 나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선택하고, 특별히 제자들을 선택하는 것은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
니다. 한 사람을 선택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더불어 새로운 미래를 선택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예수님은 선택할 제자들을 잘 분별하시기 위해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생활하시면서 인간에게는 지혜가 부족한 것을 아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
으신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기도를 통해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 입니다. 또한 사람을 선택하
고, 제자를 선택하는 일을 위해서는 기도로 하나님께 분별력을 얻어야 함을 가르쳐 주시기 위함 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은 올바른 분별을 위한 것입니다. 분별을 잘하기 위한 가장 소중한 영적 훈련은 기도를 통
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입니다.
2.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선택하신 이유를 배우는 것이 지혜입니다.
1) 예수님은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위해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수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사
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 예수님은 사명을 맡기시기 위해 제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사도라는 호칭은 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고 또한 보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3.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공동체 안에서 키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를 선택해서 사도로 칭하셨습니다. 한 명이 아닙니다. 열두 명입니다. 열두 명은 소그룹 공동체
입니다. 1)성삼위 하나님이 공동체이신 까닭입니다. 첫째, 질서의 원리입니다. 둘째, 존중의 원리입니다. 셋째, 친밀
한 사랑의 원리입니다. 친밀한 사랑으로 늘 하나 됨을 지키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는 분열이 없습니다. 넷째, 동역과
협력의 원리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함께 일하십니다. 창조사역과 구속사역도 성삼위 하나님의 동역과 협력의 사역
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동역하고 협력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팀으로 움직이는 나라입니다. 2)예수님은
제자들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법을 배우길 원하셨습니다. 3)예수님은 제자들이 공동체를 통해 서로 협력하여 사
역하길 원하셨습니다.
나가는 말: 예수님은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더
욱 아름답게 만들어가시면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
랑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더욱 사랑스런 존재로 만들어가면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
험할 때 성삼위 하나님과 같은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며, 서로의 위치를 지키며, 아름
다운 질서와 조화 속에서 서로 협력하여 사역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아름다운 가정
공동체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도록 합시다.
▶말씀 나누기
1.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선택하실 때 기도하신 모습을 보며 무엇을 생각하셨습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셨을까요?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 각자는 무슨 사명이 있을까요?
2.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왜 예수님께서는 공동체를 귀중하게 여기시는지를
성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연관지어 나누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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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정, 교회 그리고 일터 공동체를 위해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하기
1. (말씀 적용) 가정,목장,교회,일터 공동체에서 주님 사랑으로 서로 존중하며 동역할 수 있도록
2. (2017 년 비전) 안식과 배움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3. 성전 건축을 위해 우리 모두 존중과 동역으로 섬길 수 있도록
4. 환우들과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5. 남은 단기선교,중보기도단,새생명반,비젼스쿨 개강,목회 전략회의, 목장의 기도제목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