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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 목사

제목: 예수님처럼 사랑하기 <변화의 법칙 40일>-(2)
본몬: 요한복음 13:34 (John 13:34)
(요 13:15)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 준 것이다.

I. 예수님이 (            ) 주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라
(요 6:37)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시 27:10)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딛 3:7)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롬 15:7)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II.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의 (             )를 인정하라
(눅 12:6-7) 참새 다섯 마리가 두 냥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서는 잊고 계시지 않는다. 7 하나님께서는 
너희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딤전 4:4)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다 좋은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엡 2:10상)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벧전 1:18-19)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19 흠이 없고 티가 없는 어린 양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귀한 피로 되었습니다.

(사 49:15)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III. 예수님처럼 (            )하라
(사 43:25)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롬 8:1)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마 26:28) 이것은 죄를 사하여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골 3:13) 누가 누구에게 불평할 일이 있더라도, 서로 용납하여 주고, 
서로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용서하십시오.

(눅 6:37)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정죄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마 18: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IV. 예수님이 (             ) 주신 것처럼 믿어주라
(고전 13:7)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 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요 17:18)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요 14:12)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롬 1:12)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 10:24)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합시다.

(엡 3:18-19)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19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