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제임스 성경학교 오프라인 강의 초안(45) 

 

주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축복 

 

1. 제자란: 영어로는 disciples 로서 discipline 과 관계가 있는 것. 즉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훈련을 받고 단련되어 

그리스도인으로서 길들여져야 함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아요, 친 아들이 아니니라."(히 12:6-8) 

 

2. 제자가 되는 자격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이 일로 내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되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들이 되리라."(요 15:8) 

 

3. 제자들에게 주시는 능력: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너희는 내 사랑 안에 계속 거하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런 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요 15:9-11) 

 

4. 제자가 되기 전에 해야 할 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마 16:24) 

 

     "또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자도 나에게 합당치 아니하니라."(마 10:38)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도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눅 14:26,27) 

 

5.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 

 

      철저히 그리스도인 답게 살면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순간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최우선의 자리에 올려놓는다. 

여기에는 결코 예외란 없으며 이런 사람의 삶의 촤고의 권위와 기준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삶의 가치관은 반드시 

성경에 뿌리를 박고 있음. 또한 그분의 일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나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요, 자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임. 이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다.. 

작별인사를 하고 따르겠는 사람에게,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노라."(눅 9:62) 

 

6. 제자에게 주시는 보상: 

 

1) 열두 사도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마 19:28) 

 

2) 다른 제자들: 

 

     "누구든지 내 이름을 위하여 짐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일백 배로 

받을 것이요 또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들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들로 먼저 될 자들이 많으리라."(마 

19:29,30)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토지를 버린 사람은 현세에서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토지를 일백 배로 받되 박해와 더불어 

받겠으며, 또 오는 세상에서는 영생을 얻으리라. 그러나 먼저 된 많은 사람이 나중 되고 나중 된 사람들이 먼저 되리라."(막 

11:29,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