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구역예배(주후 2012년 11월 16일, 금)
1. 본 문: 누가복음 17장 11-19절
2. 제 목: 감사가 축복입니다.
3. 찬 송: 404, 405, 411장

우리의 믿음은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전부이십니다.’ 내가 믿는 분이 좋은 분인지, 그 분의 능력과 힘은 어느 정도인지,
그 분이 나를 참으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신지? 이것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감사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신세를 지신 적이 없으십니다. 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만입이 있어도 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1.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시지 않고 접경지역으로 가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참고 눅
9:53)
2.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으신 것은 특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요?(12)
3. 유대인 문둥병자 10 명이 함께 있는 것은 당시로는 흔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도 함께 있었나요?(16)
4.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한 행동이 무엇이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12,
참고: 레 13:45, 46)
5. 문둥병은 성대를 약하게 합니다. 그런데도 소리를 높였다는 것은
저들이필사적으로 애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저들이 외친 소리는
무엇입니까?(13)
6.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는 문둥병자의 요구에는 언제나 응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가장 헝클어진 상태중의 하나가 바로 문둥병입니다.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14, 참고: 레 13:49)
7. 그들은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즉시 순종에 즉시 치료가 이뤄졌습니다.
가장 큰 불행 중에 가장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나의 인생이
위기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지금 내가 주께
순종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8. 한 사람이 큰 소리로 하나님은 찬양하며 돌아왔습니다. 벌써 목소리가 회복된
겁니다.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16)
9.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으신 게 무엇입니까?(17)
10.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것을 준비하십니다. 본문의 환자는 병 고
침 받은 것을 감사했지만, 예수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면서
영생까지 주셨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만 살아있
다면 그 문제는 물론이며 더 큰 것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의 능력입
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 감사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회복하는 모두가 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