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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구원”
사무엘상 17:27-29, 19:31-39(구약 436)

◾마중물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은 천국 갔을까?

  롬 1:19-20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

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20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19절에 “하

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양심, 도덕법, 자연, 인간관계를 통해 만나는 하나님

  -정보 부족

◾세�가지�구원

 ① 이미 일어난 구원 / 모세

  마 17:1-3 “ …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2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 

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3그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② 지금 일어난 구원 / 삭개오

  눅 19:8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

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사죄(죄 고백) + 복구 / 직업관

  9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

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③ 앞으로 일어날 구원 / 천국

 [요약]

  이미: 구원을 완료한 이들

  지금: 직업, 가정 등의 구원한 이들

  앞으로: 천국

◾다윗의�현실�구원

 ∘압살롬의 쿠데타

  -4년 동안 준비

  삼상 17:27-29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랍바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래가 28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

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29꿀과 버터와 양

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

더라” 

 ∙소비, 마길, 바르실래(강철 심장)

  19:36-37a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



께서 어찌하여 이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37청하건대 당

신의 종을 돌려보내옵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묘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 

  -보상을 노리지 않는 도움

◾흘려보내야�할�생명수

 ∘안톤 숄즈. [한국인의 이상한 행복]

  -유명한 음식점에서

  “직장인들의 태도를 보면 일하는 시간은 가급적 빨리 벗어나야 하고, 

그 시간 뒤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리기도 한다. 

일은 그저 돈을 버는 수단일 뿐이라는 인식이 담긴 듯하다. 잠깐만 

생각해 봐도 우리는 인생의 절반 그 이상을 일하면서 산다. 그 절반

이 빨리 지나가길 바라는 시간일 뿐이라면 우리는 인생의 반 이상을 

버리고 있는 셈이다.”(p.25) 

 ∘기독교인의 바탕 정서: 현실 구원

  -가정, 직장(업), 여가의 구원



삶을 드리기 위하여

말씀/질문 오늘 설교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다짐, 또는 질문을 기록해봅니다.

기도
설교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한 한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정하여 기록하고,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