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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교회의 회복2

The Restoration of Church 2  (Nehemiah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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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혜미야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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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Breaker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에 주신 것은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었습니다. 무너진 예배의 회복은 무너진 교회의 회복입니다. 느헤미야는 교회를 회복시키는 비전으
로 남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교회의 회복은 ‘불러냄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비
전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의 회복은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언약을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불
러냄을 받은 성도공동체인 교회는 영적 유기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성도
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성도공동체인 교회는 반석되신 예수 그
리스도의 성전입니다. 불러냄을 받은 성도인 교회는 반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벽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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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함께 장벽을 부수고 함께 상처에 노출되며 함께 하나가 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독특성과 개인적인 은사들과 창조성이 말살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활발
해지고 고양되는 연합을 향해 거듭나기 위해서 모든 이기적인 힘들은 죽어야 합니다. 디트리히 본회
퍼는,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죽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웁니다”라
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들의 상
처와 은사를 가진 모습 그대로 사랑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자유를 줍니다.
교회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신뢰를 줍니다.
교회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지지와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교회공동체 안에 있으면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에게 보내집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사람
도 있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동체는 각 사람을 모두 돌보는 것을 의
미합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심지어 우리에게 골칫거리인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경청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느혜미야강해 제 26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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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 d y

1. 불러냄을 받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으로 함께 건축되어집니다.
    The church that was called out will be built together as a temple,’ the Body of Jesus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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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건축된 성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0:3-4; 마태복음 7:24-25; 요한복음 2:19-22)
      The temple built on the rock of Jesus Christ is Jesus Christ. 
      (1Corinthians 10:3-4; Matthew 7:24-25; John 2: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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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불러냄을 받은 성도 역시 성령이 거하시는 반석위에 지어진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3:16, 6:19-20)
       The church that was called out is also a temple built on the rock of the Holy Spirit.
       (1Corinthians 3:16, 6: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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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불어냄을 받은 성도공동체 역시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건축되어가는 성전입니다. (에베소서2:18-22) 
      The communities of the saints are also connected and built together in the Holy Spirit. 
      (Ephesians 2:18-22) 
������ఁແŜĎĀಿդǜɆȢĄćƀĂőƻӚҝĀፑ뺯
Ř៓ǨΒ���������

2.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건축된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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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전의 세가지 의미와 메세지에 대해 아래 내용을 살펴보고, 자신에게 새롭게 구비되어야할 개념들
을 나눠봅시다.

 1)나오스(명사,성전):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전,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 성전이신 예수님
 2)히에론(명사,성전):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성소
 3)오이코스(명사,성전,집):가정,가족(식구),친척(일가족),성전, 가족과 같은 깊은 관계의 친구와 사람들 

2. 개인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지 못하게 하는 욕구와 개념들을 나눠보고, 예수님께 
의뢰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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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Together

2.1. 예수님께서 생애 처음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케 하십니다.  (요한복음2:1, 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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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예수님께서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의 월요일에,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정결케 하십니다.
     (마태복음 21:12-17; 마가복음 11:12, 11:15-18; 누가복음 19:45-48, 11:49-51; 이사야 56:7; 
     호세아 9:15; 요한1서 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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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thew 21:12-17; Mark 11:12, 11:15-18; Luke 19:45-48, 11:49-51; Isaiah 56:6-7, 9:15; 
      Hosea 9:15; 1John 2: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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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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