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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 예 배 특 강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삶

말 씀 묵 상

어떻게?

❖ 하나님은 뜻을 찾지 않아도 된다?

→ 이미 계시되어 있기때문에

행 17:27-28

이는사람으로혹하나님을더듬어찾아발견하게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 바울의 아레오바고 설교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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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 2:4-5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다만성령의나타나심과능력으로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있게하려하였노라

→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는 것: .QT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삶을

연결해 주는 .

QT의 바다(2)

예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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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말씀묵상을 위한

중요한 기본전체

질문: 세례문답서 1장. 성경

질문 1)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1:14

말씀이육신이되어우리가운데거하시매우리가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충만하더라

→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시다.

→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시다.

→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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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17:2-3

아버지께서 아들에게주신모든사람에게 영생을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보내신자예수그리스도를아는것이니이다라

→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

→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영생이 있다.

요한복음 10:10b

내가온것은양으로생명을얻게 하고더풍성히

얻게하려는것이라

→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얻게 하시는 분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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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가 지도?

• 지도의역할은?

• 지도가지도되려면?

요한복음 14:6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없느니라

→ 예수님은“내가길을보여주겠다＂고하지않으셨다.

→ 예수님은“내가지도를주겠다”고하지않으셨다.

→ 예수님은“어떤길로가라고말해주겠다”고하지않으셨다.

→ 예수님은“내가곧길이요＂라고하셨습니다.
➢ 이 말의 의미는 “나를 따르라”라는뜻입니다.

묵상의 4 P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Possible

실생활에서

실천성이 있는가?

Practical

하나님앞에개인적인가?

Personal

묵상이 긍정적인가?

Posi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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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묵상

• 하나님의 뜻과 당신의 삶을 연결해 준다.

• 어떻게?
✓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 내가 하루하루 주님을 따라가면 그가 나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거하게 하실 것입니다.

✓ 예수님의 나의 유일한 길이다. No map except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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