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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ical Disciple Ⅰ. 

군중을 향한 메세지와 제자를 향한 메세지는 다르다. 
 

 

1.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진리의 세대들 

 

[마태복음 4:19-22] 

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1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22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 군중 - 위로, 격려, 긍휼이 여기심. 

* 제자 -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자기 그물을 버리는 것(제자도).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들. 자기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우선순위의 정렬이 있는 사람들. 하늘의 능력이 풀어지기 위한 정렬. 

제자들은 무리와 군중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2. 세상의 흐름을 역행하는 것이 ‘레디컬’이다. 

무리가 만드는 여론이 진리가 아니다.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들이 거짓사실을 만들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진리(말씀)를 거스르는 죄성의 인간들의 시초가 바로 에덴의 아담이다. 자신이 왕이 되는 것이다.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것이다. 갈등만 있을 뿐이다. 각자의 소견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면 세상의 기준에서 더 힘이 있는 자들이 여론을 모을 수 

있다. 진리를 대적하는 여론이 이 세상의 흐름이다. 경제, 정치, 교육, 문화, 가정 등 모든 곳에서 진리를 대적하는 여론이 

흐름을 만든다. 

 

예수님의 대안은 제자들이다. 세상흐름을 역행할 진리의 제자들을 3년간 준비하셨다. 이들에게 초자연적인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축복하고 기대하셨다.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이 바로 

제자이다. 제자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라, 흐름을 만드는 자들이다. 세상의 흐름에 편승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3. 레디컬 제자들 :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이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른다 

 

1) 자기를 부인하는 일 (회개) - 십자가 신앙  

예수님의 죽음안에 있는 자들. 회개의 삶을 말한다. 회개는 천국을 오게하는 문이다 

 

[마태복음 3: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마태복음 4:17]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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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2:37-38] 

37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38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천국 메세지를 듣게 될 때 나타나는 반응이 ‘어찌할꼬’ 이다. 이 때 베드로가 회개를 말한다. 회개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일이다. 다른 삶을 살게하는 통로가 회개이다. 회개는 바로 돌이킴이다. 세상의 흐름에 역행하여 성령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을 말한다. 완전히 다른 삶이다.  

 

 

2)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믿는 담대한 믿음 

예수님은 결국 승리의 사역을 이루셨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한다. 바로 그 순간 담대함, 확신이 생겨난다. 하늘을 

움직이는 자들이 제자들이다. 확신을 가지라. 예수님이 없는 제자들의 여정 안에 나타난 풍랑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다. 

용기, 담대함은 컨피던스 이다. 예수님의 승리를 믿는 확신이다.  

 

* 믿음 – 2C  (용기 COURAGE, 담대함 CONFIDENCE)  

세상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삶. 다윗이 기름부음을 받은 후 주의 영이 함께 했다고 증거한다. 그리고 그 당시 

골리앗을 통해 만들어진 두려움의 공기를 전환시킨다. 승기를 만들어 낸다. 이 승기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군대를 

깨워낸다. 그리고 승리를 얻는다.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 세상을 역행하는 것이 결국 진짜 승리를 얻게 

한다.  

 

 

3) 오벳에돔 한 사람이 이스라엘 전체의 영적 공기를 전환했다.  

 

[사무엘하 6:11] 그래서 주님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서 석 달 동안 머물렀는데, 그 때에 주님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안에 복을 내려 주셨다. 

 

하나님의 능력은 수와 양에 있지 않다. 세상의 흐름은 언제나 수와 양에 집중한다. 다윗이 준비한 엄청난 규모의 예배에 

하나님의 영은 없었다. 말씀대로 하지않는 예배, 내 마음대로 하는 예배에 하나님의 영은 없다. 다윗은 오벳에돔의 예배에 

복이 임하는 것을 보고 다시 말씀으로 재정렬 되었다. 말씀대로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나아갔다. 그 때 예루살렘의 

문은 열린다.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오벳에돔의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 곳에 임재가 있고 복이 있다. 그 진리위에 

있는 예배가 복의 흐름을 바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