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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를 반석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솜씨(5)

모험을 통해 가르치시는 예수님 (마 14:22~33)
▶ 삶나누기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과 함께 말씀을 적용하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봅시다
▶말씀 들어가기
들어가는 말: 예수님은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론적으로만 제자들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탁월한 선생님이
셨습니다. 예수님은 충격적이고, 놀라운 사건들을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1. 하나님은 모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큰 모험이었습니다. 가장 큰 모험은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구
원하시기 위해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신 것입니다. 구속의 사건은 하나님의 모험의 절정
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은 모험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선택하신 것은 모험입니다. 예수님의 선교를 위한 모
험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험본능을 부추기셨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고 싶어 하는 모험을 기뻐하셨습니
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으신 것은 그가 다른 제자보다 바로 모험 본능이 강렬한 까닭입니다.
2. 예수님은 제자들을 모험을 통해 키우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모험할 때 우리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잠재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인간 안에는 두 가지 본능이 모두
있습니다. 하나는 안전본능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모험본능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으면서 그 안에 있는 잠재력
만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그로 하여금 바다 위로 걸어오라고 명하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한 것입니다.우리
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험할 때 하나님은 최악의 상황을 최고의 상황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최악의 날
을 최고의 날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모험할 때 하나님은 가장 위험한 사건을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으
로 바꾸어 주십니다.
3. 예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값진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실패 했을 때 즉시 그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품으십시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
님이십니다.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걷는 모험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가 간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함께 강력하게 움직였던 것은 사랑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들이 고난 중에 있
을 때 급히 바다 위로 걸어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가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다고 믿어주시는 예
수님의 사랑 때문에 모험할 수 있었습니다.
나가는 말: 예수님은 공동체를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마태가 이 사건을 통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 마태는 이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하
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자존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환경을 바라보
지 마십시오.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모험하는 인생을 사십시오. 그때 베
드로처럼 바다 위를 걷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험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하시는 한 분 한 분 위에 하
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빕니다.

▶말씀 나누기
1.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표현 되었나요? 그 “모험하시는 하나님”에 관하여 성경의
다양한 예를 들어 서로 나누어 보세요.
2. 예수님께서 각자의 삶에서 믿음의 모험을 하도록 인도하신 일을 잠시 떠 올려 봅시다. 그 모험의 과정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일하셨는지 목원들과 나누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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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믿음의 모험에서 실패하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당시 베드로와 같은 은혜를 체험하셨나요? 오늘 말씀과
연관지어 나는 그 주님을 어떤 하나님이셨다고 소개하고 싶으신가요?
▶기도하기
1. (말씀 적용) 자신과 환경을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2. (2017 년 비전) 안식과 배움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3.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 사명을 위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4. 고난 중에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 및 그 가정이 모든 상황을 선하게 이끄실 하나님을 믿고 나가도록
5. 하이티,과테말라 단기선교,심야기도회,새생명반,비젼스쿨,목회 전략회의,후반기 목장 모임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