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도인의 예의와 품격 지키기

성경말씀: 마22:34-40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의미: 구원받은 사람. 여기서 멈추면 안 되나.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 그러면 그리스도의 예의와 품격이 나와야 한다.
성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대다수 사람들의 성화 개념: 간음, 살인, 도둑질 등을 안 하면 된다. 과연 그럴까?
무례한 그리스도인들이 심히 많다(고전13:5). 보기 흉한 것과 그리스도와는 정반대, 많은 사람들 방문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예의와 품격 지키기>, 여러 방면의 에티켓 설명

가장 큰 명령
율법사의 질문(36)
예수님의 대답, 하나님 사랑(37-38), 이웃 사랑(39)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은 별로 안 한다. ‘이웃 사랑은 곧 예의와 품격’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남을 배려하는 사람, 다른 사람이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
좋은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이 같이 있고 싶어 하는 사람, 여행 가 보면 안다
예의범절을 잘 지켜야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다. 특히 교회 생활에서
세상은 가면서 점점 더 무례해진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
새치기, 공공장소에서 담배, 큰 소리로 노래 듣기, 많은 교육, 소득 증대, 예절은 반대로 감
사도 바울의 말(딤후3:1-5), 자기만 생각한다. 여러 특성, 한마디로 무례함
예배 시간에 껌을 짝짝 씹는 사람, 전화를 무음으로 하지 않는 사람, 모자를 쓴 사람
생각의 변화를 받아야 한다(롬12:2). 예수님의 말씀(마7:12)

모두가 원하는 예의범절
1.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빌2:4-5; 롬12:10)
2. 다른 사람에게 후히 친절을 베푸는 사람(벧전4:9; 롬12:13; 잠18:24)
3.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환영합니다.”를 잘하는 사람(골
3:15), 먼저 인사를 안 하는 사람(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다.
4. 자랑하지 않는 사람(딤1:8; 고전13:4-5)
5. 말하기 전에 듣는 사람, 상대방 눈을 바라보면 말하는 사람(약1:19)
6. 말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는 사람, 가능하면 상처 주는 말을 안 하는 사람, 신중하게 말하는 사람(잠
12:25; 15:23; 25:11)
7. 귀에다 속삭이지 않는 사람(시41:7)
8. 장애가 있는 사람을 멸시하거나 손가락질 하지 않는 사람, 특히 노인들 존중(빌2:3; 롬2:11)
9. 선물을 받으면 항상 감사를 표하는 사람(크든지 작든지), 골3:15; 엡5:20
10. 칭찬하는 말을 하는 사람(행20:35)
11. 남을 편안하게 하면서 배려의 말을 하는 사람(고전13:4; 빌2:4; 눅10:27)
12.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고전13:5-7)
13. 가능한 한 화를 내지 않는 사람(잠16:32; 시37:8)
14.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엡5:16; 마5:37)
15. 약속을 지키는 사람(약5:12; 전5:4-5)
16. 빌린 것을 소중히 여기고 제때에 돌려주는 사람(신23:21)

공중 생활 예절
1. 항상 자신을 먼저 소개하는 사람
2. 도와주는 사람(히13:16; 벧전3:7)
3.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무례한 질문, 개인적인 질문을 안 하는 사람(빌2:3)
4. 처음 만나는 사람의 모습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시12:5; 잠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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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룹에 있을 때는 항상 연장자와 여인들에게 인사하는 사람
6. 연장자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 사람, 연장자가 들어오면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
7. 연장자에게 자리 양보하는 사람(레19:32)
8. 여인들/아이들에게 자리 양보하는 사람(벧전3:7)
9. 단정한 옷을 입는 사람(딤전2:9), 10. 사람들 보는 데서 이빨 쑤시기 No!
11. 여러 사람 있는 데서는 전화 벨 소리 무음 혹은 작게, 심히 무례한 일
12. 이야기하면서 문자, 카톡 등 체크 No!
13. 문자나 카톡은 쉽게 말해 버리므로 신중하게 할 수 없다.

가정에서
1. 손님이 왔는데도 TV를 켜 두면 안 된다.
2. 집에서도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는다. 위선자가 되면 안 된다.
3.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집안을 치우고 정돈하는 것 배우기
4. 아버지나 어머니가 오면 일어나서 맞아야 한다. TV 보면서 하면 안 된다.
5. 먹으면서 말하지 않기, 6. 적당히 먹기

아이들 매너
1. 이야기하라고 할 때만 한다.
2. 어른들 이야기에 끼어들지 않는다.
3. 음식 갖고 장난치지 않는다.
4. 아버지나 할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에게 가장 좋은 음식을 먼저 드린다.

그리스도인의 매너
1. 형제/자매라고 해서 반말하면 안 된다. 형제님, 자매님
2. 자기 자랑(구원 간증, 인생 이야기)을 반복해서 하지 말라.
3. 확인되지 않은 험담을 하지 말아야 한다.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
4. 소셜 미디어를 사용할 때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된다.
점잖은 말을 써야 한다. 문법에 맞게 쓰려고 노력해야 한다.
5. 카톡, 페이스북 등의 글, 사진, 프로필 등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해야 한다.
6. 휴대폰의 컬러링이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해야 한다.
7. 단정하게 옷을 입어야 한다. 아이들도 마찬가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패턴이 같아야 한다(슬리퍼,
구멍 뚫린 청바지 등 No). 여행 가서 등산복을 입고 다니면 안 된다. 예배 때 반바지 No!
8. 단체로 몰려가서 목욕하면 안 된다.
9. 그룹 카톡 방에 정치 이야기, 건강 이야기 등 올리지 말라.
10. 몸 냄새, 입 냄새가 나는지 확인해야 한다.
11. 체중에 신경 써야 한다. 당신 자신을 드러낸다.
12. 집안 정리, 불필요한 것들 버린다. 단순하게 살기
13. 음식 먹을 때 기도하기
14. 예배 시간에 늦지 말라. 적어도 15분 전에는 와서 준비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앞으로 가서
앉아야 한다.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 가족끼리/부부끼리 앉아야 한다.
15. 예배당에서도 안내의 말을 들어야 한다.
16. 주차장에서 말을 들어야 한다.

결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고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 하에 생각을 새롭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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