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달리는 선수  
                             (빌3:12-14, 딤후2:5)

■ 들어가는 말

 성경에는 성도들의 삶을 표현한 그림(비유)이 많습니다. 병사, 농부, 경기하는 

선수 등 (딤후 2:4~6)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하는 선수는 상을 얻기 위해 달음

박질하는 성도들의 삶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의 범사가 

달리는 달음박질입니다. 우리 모두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달음박질 

여부(잘하고 못함)에 따라 있는 곳에서 순위와 상이 달라집니다. 아울러 신분이 

매겨집니다.(금, 은, 동) 성경은 우리 인생을 운동장에서 달음박질하는 선수로 비

유합니다. (빌3:12-14, 딤후2:5, 히12:1-2). 

 ※ 과연 선수의 자세와 목표는 어떤 것이며, 

    또한 어떻게 달려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훈련받기로 합니다.

■ 말씀 속으로 - 들어가 봅니다. (빌3:12-14)

[12]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

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좇아가노라  

[13]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14]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좇아가노라

1. 이상의  말씀은 무슨 말씀 입니까? (빌 3 : 12-14) 

2. 오늘 본문 말씀은 달리는 선수의 자세와 목표를 증거합니다. 어떠해야 

한다고 말씀 합니까? (12-14)

 

■ 또 말씀 속으로 - 들어가 봅니다. (딤후 2 : 5)

[5]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1.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딤후2 : 5)

  

  ※ 무엇을 시사합니까? 경기 수칙/법칙대로 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일이나 신앙 세계의 일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2. 우리의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어떻게 달리기 경주를 했습니까? 

   (히12 : 1 - 2 )

3. 우리가 이러한 경주를 할 때 우리에게는 어떠한 도움이 있다고 말씀합

니까? (히12: 1-2)

 

4. 오늘 주제(나는 달리는 선수)와 관련해서 본문의 기록자 바울이 우리들

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 말씀을 마칩니다.

  이 세상에서는 사라질 영광의 메달을 위해서도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는데, 우

리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히 빛나는 상입

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세와 목표를 말씀 안에서 바로 세우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특별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말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

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

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딤후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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