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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란 180 도의 회전이다. 어떤 여행자가 자신이 가던 길이 잘못된 것임을 발견하고 멈추어 서서 

바른 길로 돌아 서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란 그와 같이 단순한 것이다. 죄인이 잘못된 길에 

있었음을 깨닫는 것이다. 그는 그 길을 중단하고 돌이켜 겸손과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이 변화이다. 

 

Ⅰ.하나님으로부터의 변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섰다. 에덴동산에서 이브는 사탄의 음성을 듣고 그 말을 

믿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를 먹고 말았다. 그녀는 아담에게도 주어 그도 역시 먹게 했다. 

거짓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되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듣고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탄의 말을 가르쳐서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할 수 있었다면 

사탄의 말보다도 더욱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지 못하면 사람들을 하나님께도 다시 

돌이키게 하지 못할 것이다. 

 

Ⅱ.하나님나라의 씨 

 

1.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엇인가?(롬 1:1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누가 뿌리러 나갔는가?(마 13:1~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하나님나라의 씨는 무엇인가?(눅 8:1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씨가 어디에 떨어졌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어떤 수확을 가져왔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사실에 있어서 뿌려진 씨가 열매를 바라고 있을 때 다른 흙에서는 결실하지 못한 것은 그 

원인이 씨에 있는가 땅에 있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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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잃어지게 되는데 복음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원인은 사실적으로 그 잘못이 복음에 있는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음에 있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8.사람들은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되는가?(롬 10:1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왜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이야기들이 기록되었는가?(요 20:30~3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Ⅲ.예수의 명령 

 

1.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인가?(마 18:1~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예수께서는 어떤 방향에서 죄인들이 어린 아이와 같기를 원하셨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어린 아이들은 죄인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사도행전 3:19 에서 베드로가 죄인들에게 준 명령은 무엇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사도행전 2:38 과 3:19 의 내용은 같은 방향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가? _____________ 

 

Ⅳ.반드시 바꿔야 할 세가지 

 

죄인이 그리스도인이 됨에 있어서 마음과 삶과 관계가 반드시 그리고 완전히 바뀌어야 만 

한다. 실례로 모든 진실한 결혼은 세가지면에서 반드시 바뀐다. 첫째로 사랑과 확신과 

신뢰에 있어서 믿음이 성숙해진다. 다음으로 서로를 향하는 자세나 다른 사람들을 향하는 

태도가 바뀐다. 젊은 커플은 오직 서로를 향한 눈만 가졌다. 그들은 사랑 안에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혼자다. 그들은 서로를 믿지만 그들의 마음은 바뀐다. 그들은 서로 

사랑하지만 결혼하지 않는다. 세 번째 단계는 결혼 예식이다. 이것은 믿음에서나 마음에서의 

변화가 아니라 관계의 변화이다. 그리스도인이 됨에 있어서 믿음은 죄인들의 마음의 

변화이다. 그들은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진다. 회개는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무척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의 죄로부터 돌아선다. 세례는 혼례식의 장소를 

점유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탄의 왕국에서 나와서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가도록 상태와 

관계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세례는 마음이나 삶을 변화시키기 보다는 관계를 변화시킨다. 

우리는 세례를 받으므로 그리스도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갈 3: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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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믿음은 무엇을 하는가?(행 15:9)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회개하게 될 때 무엇을 하게 되는가?(욘 3:1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우리가 세례를 받으므로 무엇에 들어가는가? 

 

갈 3:26~2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마 28:19~2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롬 6:3~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그리스도인은 누구와 결혼하는 것인가?(롬 7: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5.아내가 그의 남편의 이름으로 불리 워 지는 때는 언제인가?(미국의 예 – 역자 주)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6.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가는 때는 언제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7.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곳은 어디인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Ⅴ.변화의 사례 

 

우리는 빌립보 간수의 예나 오순절의 사람들과 다소의 사울의 예들을 이미 공부한 바 있다. 우리는 

그들이 구원 받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봤다. 이제 루디아의 상황을 공부하도록 하자.(행 16:14~15) 

 

1.루디아의 직업은 무엇이었는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나님께서 어떻게 루디아의 마음을 열도록 하셨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3.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불려졌나?(엡 6:1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4.루디아와 그 집의 사람들이 진리를 믿게 될 때 그들은 무엇을 하였나?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