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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민 목사

제목: 인생의 기쁨은 어디서 오는가
본문: 살전 2:19-20 (2:17-3:13)
*인생의 참된 기쁨이 어디서 오는가

I. 다른 사람을 (           ) 때 
(살전 3:6) 그런데 지금 디모데가 여러분에게서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또, 여러분이 
우리를 늘 좋게 생각하고 있어서, 우리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이, 여러분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 싶어한다고 전하여 
주었습니다.

(살전 1:2-3) 우리는 여러분 모두를 두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행위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둔 소망을 굳게 
지키는 인내를 언제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살전 2:13)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신도 여러분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고전 4:15)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에게는 일만 명의 스승이 있을지 
몰라도, 아버지는 여럿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여러분을 낳았습니다.

II. 진실한 (           )관계를 가졌을 때
(살전 3:1)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기로 
하고

(살전 3:5) 그러므로 내가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 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살전 3:8)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살전 3:9)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때문에 누리는 모든 
기쁨을 두고, 여러분을 생각해서,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까? 

1) 바울은 자신의 (        )보다 다른 사람의 (        )에 민감했다
(살전 2:5-9)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우리는 어느 때든지, 아첨하는 말을 
한 일이 없고, 구실을 꾸며서 탐욕을 부린 일도 없습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증언하여 주십니다. 6 우리는 또한, 여러분에게서든 다른 
사람에게서든,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한 일이 없습니다. 7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권위를 주장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마치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이 
유순하게 처신하였습니다. 8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을 사모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나누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9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의 
수고와 고생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파하였습니다.

2) 바울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        )을 솔직하게 표현했다
(출 34:14) 너희는 다른 신에게 절을 하여서는 안 된다. 나 주는 
'질투'라는 이름을 가진,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III. 장래의 (          )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살전 2:19-20) 우리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20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로 
빚어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자랑할 수 
있는 면류관이라고 말한다

(빌 2:13)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 14:23)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