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철들다”

"사리를 분별하여 판단하는 힘이 생기다“

"그 사람이 자기 나이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한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람의 성숙에 대해
서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고전 3:1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
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
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
도 안에서 어린 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1Co 3:1 But I, brothers, could not 
address you as spiritual people, but 
as people of the flesh, as infants in 
Christ.



고전 3:2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
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
다. 그 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
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1Co 3:2 I fed you with milk, not solid 
food, for you were not ready for it. 
And even now you are not yet ready,



릭 워렌

“교회는, 좌석 수에 의해서가 아니라 파송
능력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A church should be judged not on its 
seating capacity, but on its sending 

capacity.”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너는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교인들
을 400명 더 확보했을 뿐이지, 누구도 자
라지 않았다. 전에는 네가 200명의 영적

갓난아기들을 거느렸다면, 지금은 600명을
거느리고 있는 것뿐이다.”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성숙이란 무
엇을 말할까요?



“피터팬 증후군(Peter Pan syndrome)“

신체적으로는 어른이지만 책임을 지고 싶지 않아
하며 스스로 무엇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려는 어른

아이의 심리 상태



신체적인 성숙: 
건강하게 잘 발달 된 신체를 지닌 것

지적인 성숙: 
훈련된 지성과 일관성 있는 세계관을 지닌 것

도덕적인 성숙: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것

정서적인 성숙: 
인간관계를 잘 맺고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균
형 잡힌 인격을 지닌 것



영적인 성숙이란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

그리스도와 성숙한 관계를 맺는 것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가지가 포도나무 ‘에’(in) 붙어 있거나
팔다리가 몸 ‘에’(in) 붙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는 것

인격에 있어서나, 생명에 있어서나 유기적으로
그분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 된 우리들은
어떻게 성숙할 수 있을까요

? 



골 1:28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
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
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Col 1:28 Him we proclaim, warning 
everyone and teaching everyone with 
all wisdom, that we may present 
everyone mature in Christ.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요?



골 1:15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Col 1:15 He is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 the firstborn of all creation.



골 1:16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
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
조되었습니다.

Col 1:16 For by him all things were created, 
in heaven and on earth, visible and invisible, 
whether thrones or dominions or rulers or 
authorities--all things were created through 
him and for him.



골 1:17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
고, 만물은 그분 안에서 존속합니다.

Col 1:17 And he is before all things, 
and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골 1:18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
니다. 그는 근원이시며, 죽은 사람들 가운
데서 제일 먼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이
는 그분이 만물 가운데서 으뜸이 되시기
위함입니다.

Col 1:18 And he is the head of the 
body, the church. He is the beginning, 
the firstborn from the dead, that in 
everything he might be preeminent.



골 1:19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안에 모든
충만함을 머무르게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Col 1:19 For in him all the fullness of 
God was pleased to dwell,



골 1:20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평화를
이루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만물을,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
들이나 다, 자기와 기꺼이 화해시켰습
니다.

Col 1:20 and through him to 
reconcile to himself all things, 
whether on earth or in heaven, 
making peace by the blood of his 
cross.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
도를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요 5:39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
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하여 증언
하고 있다.

Jn 5:39 You search the Scriptures 
because you think that in them you 
have eternal life; and it is they that 
bear witness about me,



히에로니무스

“성경에 대해 무지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 무지한 것이다.”



이러한 성숙에 대한 부르심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일까요?



골 1:28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
전한 사람으로 세우기 위하여 모든 사람
에게 권하며, 지혜를 다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칩니다.

Col 1:28 Him we proclaim, warning 
everyone and teaching everyone with all 
wisdom, that we may present everyone 
mature in Christ.



1. 피스티스’(pistis, 믿음)로 연결된 ‘호이 폴
로이’(hoi polloi, 평범한 자들)

2.‘그노시스’(gnosis, 특별한 지식)를 전수받
은 ‘호이 텔레이오이’(hoi teleioi, 온전한 자
들) 



주님의 제자로 자라가는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골 1:29 이 일을 위하여 나도 내 속에
서 능력으로 작용하는 그분의 활력을
따라 수고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Col 1:29 For this I toil, struggling 
with all his energy that he 
powerfully works within 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