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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반응
다시 한번 모였으면 합니다.
정체성(Identity) 코스의 막바지에 도달했는데요.
이 코스의 마무리를 위해
지난 몇 주간 배운 것을 요약하고,
그리고 지난 몇 주간
들었던 것에 대해
개인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그럼,
이 코스를 시작했을 때,
두 큰 질문을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 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이시며, 우리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답하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의 정체성(Identity)과 임무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며, 하신 일을 더 알면,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는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서 지난 몇 주간
이렇게 생각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배운 몇 가지를
요약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을 더 알아가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신성하고 완벽한 가족과 같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 분께서 계시죠. 아버지, 아들, 성령님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계를 맺고자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역자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서
우리 제멋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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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 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최고의 구조 작전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작전은,
2천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가장 극적인 구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구하러 오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무 의미없이 방황하며
살아가는 것으로부터 구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영원한 파멸로부터
우리를 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구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셔서, 사셨고,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서
고통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왜 구원받아야 하나요? 우리는 단지 용서만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진실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구원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무료이지만,
용서를 받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개개인이 예수님께
직접 나와야 합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배우고, 읽은 모든 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아야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정체성(Identity)과 임무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린
것을 믿으신다면, 제가 여러분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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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여러분은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와 예수님을
당신의 주인으로 삼으시기에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예수님과 개인적인 관계를 어떻게 시작하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기에, ‘뭐라고 말하지?
내가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로
말씀드릴 수 있지?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 뒤 편에
기도문이 있습니다. 제가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쭉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기도를 드리고자 한다면,
하늘에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해 보세요.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살면서,
제가 주인인양 제 마음대로 살면서
많은 죄와 잘못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제가 받아야 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제가 받아야 할 자리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아 주셔서,
예수님께서 이미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따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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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는 예수님께 자신을 드릴 수 있다는
믿음에 대한 고백입니다.
믿으신다면, 함께 조용히 기도하였으면 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럼 믿으시는 분들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조용히 기도 드립시다.
“하나님, 지금껏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에 살면서,
제가 주인인양 제 마음대로 살면서
많은 죄와 잘못을 하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제가 받아야 할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제가 받아야 할 자리에서 죽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따르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매일매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여러분께서 이 기도를 드리셨다면,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가지게 되실 겁니다. 테이블 별로
이야기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에,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신다면,
테이블에서 그러한 이야기를 나눠보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지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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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entity – Who is God? Who are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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