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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22: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강일진 목사

사랑에 빠진 군대

2020년 8월 7일

서론:서론:

 • 인생의 의미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데 있다.

 •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당신과 사랑에 빠지셨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 성경은 사랑 이야기로 시작해서 사랑 이야기로 마친다.  아담과 하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쓰신 사랑의 편지이다.

 

1.	단지	예수님을	믿는게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1.	단지	예수님을	믿는게	아니라,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다.

 •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예수와 사랑에 빠지는 것에는 차이점이 있다.

 •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열정이 있다.

 •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기 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의 일과 사랑에 
빠지기 보다는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야 한다.

 • 주님을 위해 무언가를 해 드리는 것보다 주님과 그저 함께 있는 것이 더 만족스러운 경험
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 매일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이라든지 도덕적인 삶을 사는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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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계다.  사랑의 관계다.  그분과 시간을 같이 하는 것을 즐기는 것이다.

 • 그렇기에 그 분의 재림을 늘 기다리는 것이다.

 • (딤후 4:8)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
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2.	사랑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2.	사랑에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나?

 • 사랑에 빠진 사람의 특성:

 - 그를 생각에서 지울 수가 없다   “뜻을 다하여”   “dianoia” “all your mind” 

 - 그와 함께 하는 것을 즐긴다.

 - 그를 신뢰한다.

 -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그를 위해 희생한다.

 - 그를 위해 무엇을 해 주는 것이 기쁨이다.

 - 기쁘다.

 - 얼굴에 나타난다.

 - 그의 기쁨이 곧 나의 기쁨이다.

 • John Piper: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 가장 큰 만족감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가
장 큰 영광을 거두신다.”

3.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나?3.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지나?

 • (아가 2:10)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 성화 과정을 위한 두가지 접근 방법…

 - 자신의 약점/부족한 점에 초점을 맞춘다.

 - 예수님의 완벽하심에 초점을 맞춘다.

 • 그분의 아가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 하나님의 사랑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사람을 변화 시킨다!

 • (고후 5:14-15)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
심은 살아 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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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일 4:19)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 QT는 하나님과 데이트하는 것과 같다.

 • 혹시라도 예수님과 데이트하는게 그저 그렇게 느껴진다면 예수님이 아닐 수도 있다!

 • 더 이상의 성공도 없고 더 이상의 성취도 없다!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 (히 3:1; 12:2)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보자” 

 • (시 73:25-26)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
시라”

 • (시 27: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
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 (눅 10:41-42)“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
라 하시니라”

 •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시다!

 • 좋은 중보자는 사랑에 빠진 중보자다!  사랑에 빠지지 못한 중보자는 자신의 나라와 교회
를 위해 중보하나 사랑에 빠진 중보자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한
다.

결론:결론:

 • 당신은 예수님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까?

 • 우리의 연인,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
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나
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
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가 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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