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 요약 (20-06-14)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 (딤후 2:14-22)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목표와 꿈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거듭난 우리에게 주님은 새로운 목표와 꿈을 주셨습니다. 그 새로운
삶의 목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오늘의 성경에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15) “너
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새로운 삶의 목표는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사
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인생이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 꿈과 계획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꿈을 위해 사
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며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힘써야 할 것
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진리의 말씀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올바르게 아는 사람을 쓰시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먼저 자
신이 어떤 분인지, 자신의 뜻이 무엇인지를 상세히 계시해주셨습니다. 그 계시된 진리
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에는 진리의 말씀이
담겨져 있지만, 우리 속에는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는 많은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며 올바른 말씀의 기초
위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여러 장애들을 극복하고 진리의 도를 잘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말씀을 옳게 분별함으로 선한 일에 쓰임 받는 일군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말씀을 먼저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 말씀에서
자라기 위해 노력할 때, 우리는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지혜자들이 될 것입니다.
둘째,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의 교회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죄로 왜곡된 세상
을 변혁하고 바르게 세워가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죄와 전혀 상관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 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와 같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21a)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그리고 유혹이 될 만한 것을 단호히 피해야 합니다. 더 나아
가 적극적으로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아야 합니다. (22)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
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이 모든 것에서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손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으로 성장합시다. 죄를 버리고 부
끄러울 것이 없는 정결한 삶을 삽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다시금 깨어 허리띠를 졸라매고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