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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 목사

제목: 감사 나눔으로 변화를 체험하자
본문: 살전 5:16-18 (1 Thes. 5:16-18)

*성화의 두 영역: 1) 사고방식 2) 감정 대응 방식

(요 13:34)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범사에 감사하려면?

I. 감사의 (             )을 바꾸라

(살전 1:6)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골 3:16-17) 그리스도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히 살아 있게 
하십시오. 온갖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고하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십시오.

II. 감사하기로 (            )하라

(시 34:1-3)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2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3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III. 감사 (            )을 훈련하라

(살전 5:18)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롬 5:8)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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