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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을 사랑하기 : 첫째 계명을 첫 자리로 세우기 

I.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함에 대한 초청 

A. 마태 22:37-38 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이다.  

이곳에는 많은 암시들이 있다 – 하나님의 성품, 우리의 가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데스티니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존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하나님이 그들을 깊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마 22:37-38) 

 

B. 첫 계명은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분은 온 마음을 다하 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삼위일체의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랑의 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 (요 15:9).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 사랑 안에 사는 것이다 -  지속적으로 

탐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것에 초점을 다시 맞추는 것이다.  

9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요 15:9) 

C. 아버지의 영원한 창조의 목적은 사랑의 가족과 아들의 영원한 동반자를 만드시는 것이다 – 동일한 

멍에를 맨 신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고 그 사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이다 (롬 5:5).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D. 하나님은 먼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것을 촉구하셨다 (신 6:5). 

그리고 후에 모세는 이스라엘이 마지막때에는 하나님을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신 30:1-6). 마 22:37 의 예수님의 말씀은 권면이자 예언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 6:5)  

6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신 30:6) 

E.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순종의 영에 근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셨다 (요 14:15-21). 우리는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분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부지런하게 

예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쫓는 것,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임무가 어렵고 지체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요 14:15)  

F. 우리의 문화의 전쟁의 전방 중에 하나는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는 가이다. 우리는 사랑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의해야 한다.  

G. 마 22:38 에서 예수님은 모세의 권면에 대해 두 단어(첫째와 큰)를 더 하셔서  자세히 설명을 더해 

주시는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우리의 삶에 첫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 유일하게 아직 하나님이 아직 소유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강제적으로 

취하시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의 자원하는 사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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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첫째: 성령께서 교회에게 첫 우선순위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향은 우리의 상황 가운데 더 많은 축복을 원하는 것이다. 더 많은 돈, 

존경, 편안함, 영향력, 등등.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첫 번째 순위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사랑 가운데 

자라는 것을 도와 주시려 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그분의 리더십에 대해서 

혼동할 수 있다. 

I. 큰: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가장 위대한 부르심 

이라 한다.  

19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의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 5:19) 

II.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A.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과 연결하고 그분을 추구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열의를 가져야 

한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아니면 외곡 된 은혜의 정의를 내려서 자신과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덜 드리는 것을 정당화한다. 어떤 사람들은 의무적으로 예수님을 섬기지만 그분의 마음과 

연결 되서 살지는 않는다.   

B. 우리는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것에든 우리의 사랑을 둘 수 있다. 우리가 전심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감정은 결국 그것에 있게 된다.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께 두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첫 계명을 추구하는 삶을 살기로 결정해야 한다. 다른 성경적인 축복들 (가족, 직장, 사역, 등등)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에서부터 흘러간다.     

14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 (시 91:14)  

C.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그의 마음을 정했다 (시 18:1).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는 우리의 삶에서 첫 계명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의 꿈으로 결심하는 것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 하나이다. (시 18:1)  

III. 하나님을 우리의 뜻을 다해 사랑하기 LOVING GOD WITH ALL OUR MIND 

A. 우리의 뜻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에 하니님을 향한 사랑을 

감동케 하는 것들로 채우는 것이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약화시키는 것들로 채우지 않는 것이다.   

B. 우리가 우리의 생각에 무엇으로 채우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능력에 영향을 준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은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는 것이지 음란한 생각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다 (욥 31:1). 

1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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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LOVING GOD WITH ALL OUR STRENGTH (막 12:30) 

A. 우리는 우리의 힘과 자원들 (시간, 돈, 에너지, 달란트, 언어, 영향력)을 어떻게 사용하는것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다. 우리의 첫번째 경향은 우리의 힘을 사용해서 먼저 우리의 

명예, 편안함, 영향력을 증가시키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힘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는 작은 순종들에서 

기쁨을 얻으신다 (히 6:10).   

B. 우리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을 우리의 삶에서 추구하는 

것이다 (마 5 장 – 7 장): 섬김과 기부 (6:1-4, 19-21), 은밀한 기도 (6:5-13), 축복하고 용서하는 삶 

(5:44; 6:14).   

V. 우리의 정성(SOUL)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역자주: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목숨으로 현대인 성경에서는 

정성으로 번역됨] 

A. 우리는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감정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하는 것이지 우리의 업적이나 인정 받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의 생각을 

그분의 사랑과 진리와 우리의 삶에 주신 은혜와 동의하기 위해서 재 조율 해야 한다.  

B.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가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또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결정 

된다.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어떤 성과를 이루는지 아니면 누가 우리에게 박수를 쳐 주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면 우리는 더 쉽게 탈진하고 “감정의 소용 돌이”안에 살아갈 것이다 (자신에게 사로잡혀 있어서). 

C. 우리의 첫번째 성공과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성공한 자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