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리더용 제 80 호 

선교회 성경공부 교재 

                                                (제 3 권 6 장 그리스도인의 생활)                           2020.11.29 주일 

 

  ■ 도입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것을 강권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살아내야 할 거룩한 삶의 설계도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설계도를 

따라 세워지는 건축의 과정과도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그리스도인의 생활 

 

(1)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설계도는 성경입니다.  
 

* 벧후 1: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Tip>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생 시키신 목적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의와 일치된 삶을 살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힘이 충분하지만 

우리는 어리석고 악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중생하였다 하더라도 금방 그릇된 길로 가기 

쉽습니다. 따라서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설계도(말씀)를 들고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자기 

삶을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의 안내를 받는 의로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며,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레 19:2).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결합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니다. 어떻게 죄악으로 덮여 

누추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룩의 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잡아매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생 

동안 살아가며 바라볼 최대의 목표입니다(사 35:8). 

 

 

(2)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는 가장 강력한 동기는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하심에서 

얻습니다. 
  

* 히 10:14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 살전 5:23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전되기를 원하노라 

 

     <Tip>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가장 강력한 동기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양자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날마다, 

풍성히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리스도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할 때 그것을 구주를 배척하는 죄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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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자녀 다운 생활로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그 피로 우리를 씻어 정결케 하셨으니 또다시 타락함으로써 우리 

자신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접붙임 받아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오점으로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엡 5:23-33). 또 우리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하늘로 

오르셨음으로 우리도 세속적인 욕망을 버리고 진심으로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골 3:1 이하). 

성령이 우리를 성전 삼으셨음으로 우리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빛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영과 몸은 하늘의 면류관을 받기로 정해졌음으로(벧전 5:4),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 몸을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보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살전 5:23). 

      복음은 혀의 교리가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혀끝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 속 깊은 영혼 

안에 머물러 인격 전체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말만 많고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아직도 썩어져 가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것입니다(엡 4:22,24). 물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완벽하게 재현해 낼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항상 부족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완전함을 원해야 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평생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육체의 허물을 벗고 그리스도와 완전한 교제에 

들어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Q1)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리스도인은 설계도인 성경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설계도가 없이 건축을 할 수 없듯이 중생한 그리스도인도 성경의 안내없이 거룩한 

사람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 성경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습니까?     

(Tip: 성경의 안내를 받는 의로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중생한 그리스도인은 완전한 

설계도(말씀)를 들고 하루하루 조심스럽게 자기 삶을 건축해 나가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레 19:2).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결합하시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십니다. 어떻게 죄악으로 덮여 누추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룩의 줄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잡아매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평생 동안 살아가며 바라볼 최대의 

목표입니다(사 35:8).) 

 

 

 

Q2)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할 가장 강력한 동기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이 이루신 

구속의 사랑과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사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고 있습니까?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 그리스도와 구속의 사랑과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Tip: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할 가장 강력한 동기는 바로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양자로 삼으신 것은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서 날마다, 풍성히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성품과 삶을 완벽하게 재현해 낼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항상 부족하고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완전함을 원해야 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고 

매일 노력해야 합니다. 목표를 향해 평생 노력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도 육체의 허물을 벗고 

그리스도와 완전한 교제에 들어가는 날이 올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