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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위임된 교회

Vision, Delegated Church (Nehemiah 2:12,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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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혜미야 2:12,17-18)

݃ৌӝ
Ice Breaker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두가지 입니다. 첫번째 일은 예수님께서 구원을 완
성하셨습니다. 두번째 일은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
라에 갈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미완
성으로 남겨놓은 모든 민족의 구원을 교회에게 위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
를 세우시고 교회로 하여금 미완성 과업을 완성하도록 사명을 위임하신 것입니다. 불러냄
을 받은 교회가 보냄을 받은 교회로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삶의 예배, 하
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모이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로서 세상
에서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삶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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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토니 에반스(Tony Evans)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길’이라는 책 속에 이런 예화가 나옵니
다. 어느 날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인형을 사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형은 며칠이 못되어 부서지고 말
았습니다. 손녀가 인형을 가지고 놀 때 인형의 발을 잡고 머리를 땅바닥에 내동댕이치면서 놀았던 것입
니다. 그런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할아버지가 손녀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손
녀가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 이건 제 인형이에요.” 할아버지가 주신 이상 자기 것이기
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손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그 손녀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알려 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인형을 줄 때는 선한 의도로 사용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준 것입니다. 
즉, 인형 속에는 할아버지의 선한 의도가 들어있고, 인형은 그 의도 속에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형을 내동댕이치는 아이처럼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
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권력이나 지식이나 재물에 대한 분명한 성경적인 이해에 대해
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품고 사는 길_토니 에반스

느혜미야강해 제 28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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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 d y

1. 하나님께서 남겨진 과업을 교회에게 위임하십니다.  
    God delegates the tasks left behind to th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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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하나님께서 위임된 교회(청지기)에게 동일한 권한을 주셔서 아름다운 연합으로 이끄십니다. 
     (누가복음19:12-13; 마가복음 13:33-34)
      God gives the same authority to the delegated church, leading to a beautiful unity. 
      (Luke 19:12-13; Mark 13:3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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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하나님은 위임된 교회(청지기)에게 다양한 재능들을 주셔서 아름다운 연합으로 이끄십니다. 
     (디모데후서2:20; 마태복음25:14-15; 베드로전서4:10; 누가복음12:42; 마태복음20:8)
      God gives various talents to the delegated church, leading to a beautiful unity. 
      (2Timothy 2:20; Matthew 25:14-15; 1Peter 4:10; Luke 12:42; Matthew 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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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합하는 청지기들 중에는 충성된 사람도 있고 악하고 게으른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25:16-18; 누가복음19:16,18,20)
       Among the united stewards, some are loyal while others are evil and lazy. 
      (Matthew 25:16-18; Luke 19:16,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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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생각해봅시다. 소그룹 지체들과 함께 나눠봅시다.

2.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겨주신 달란트가 개인과 가정을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봅시다. 
또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불만과 불평 속에서 살고 있는지 점검해봅시다. 하나님
의 사람으로서 당신의 삶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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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Together

2. 하나님께서 교회를 ‘결산’하는 그 날이 옵니다.
    The day comes when God ‘settles the accounts’ with the chu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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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마태복음25:19; 누가복음19:15)
       The resurrected Jesus is coming back to earth as the King of the kings. (Matthew 25:19; Luke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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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하나님의 결산법’과 ‘세상의 결산법’은 전혀 다릅니다.
      (마태복음25:16-17,21,23; 마태복음25:28-29; 누가복음19:16-19,24-26, 19:16-19)
       ‘God’s settlement method’ and ‘the world’s settlement method’ are completely different. 
       (Matthew 25:16-17,21,23,25:28-29; Luke 19:24-26,  19: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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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가 흐르는 숲
Forest of Living Water Church

Sunday 11am

주일 오전 글로벌예배
Sunday Global Worship

오영섭 목사

Sunday 4pm

주일 오후 글로벌예배
Sunday Global Worship

Missionary Jonathon Lookadoo
Minister Peace Uloma Ogbonnaya

Friday 8:30pm

금요기도회
The Great King Worship Night

전영인 전도사

Tuesday~Friday 10am

큐 티
Kingdom Worship

오영섭 목사

Tuesday~Friday 1~11pm

벙커예배
Bunker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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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52 2F

010-3536-38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담임 오영섭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