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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과 Joyce Gill의의의의 저서들저서들저서들저서들 

 당신의당신의당신의당신의 모든모든모든모든 필요를필요를필요를필요를 위한위한위한위한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약속들약속들약속들약속들 패배패배패배패배 당하라고당하라고당하라고당하라고 지으시지지으시지지으시지지으시지 않았음않았음않았음않았음! 예수의예수의예수의예수의 이름으로이름으로이름으로이름으로 나오라나오라나오라나오라! 속임수에속임수에속임수에속임수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승리승리승리승리! 

       

연속적으로연속적으로연속적으로연속적으로 출판된출판된출판된출판된 교재들교재들교재들교재들 

믿는믿는믿는믿는 자의자의자의자의 권세권세권세권세 실패를 끝내고 승리를 시작하는 방법 

 

승리를승리를승리를승리를 거둔거둔거둔거둔 교회교회교회교회 사도행전을 통하여 

 

병병병병 고침을고침을고침을고침을 위한위한위한위한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준비하심준비하심준비하심준비하심 하나님의 병 고침의 능력을 받고 사역함 

 

기적의기적의기적의기적의 복음복음복음복음 전파전파전파전파 땅 끝까지 다다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피조물의피조물의피조물의피조물의 형상형상형상형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임을 알게 됨 

 

삶의삶의삶의삶의 모형들모형들모형들모형들 구약 성경을 통해 

 

찬양과찬양과찬양과찬양과 경배경배경배경배 하나님의 경배자로 되어감 

 

초자연적인초자연적인초자연적인초자연적인 삶삶삶삶 성령의 은사들을 통한 

 



저자들의저자들의저자들의저자들의 약력약력약력약력  에이 엘과 조이스 길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말씀을 전하는 분들이고 저자들이며 성경 교사들입니다. 에이 엘은 세계 60 개 이상의 나라를 여행하면서, 사도적 사역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는 그 여행을 하면서 수 백만 명에게 라디오와 텔레비전을 통해, 그리고 10 만 명 이상의 군중들에게 직접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최고의 베스트 셀러인 에이 엘과 조이스 길의 책과 매뉴얼들(manuals)은 7 백 만 권 이상 판매되었고, 아직도 세계 여러 나라 언어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저서들은 세계 도처에서 성경 학교나 세미나에서 교재로 지금 사용되고 있습니다.  삶을 능력 있게 변화 시키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역동적인 설교와, 가르침, 저서, 비디오, 오디오 사역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팽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놀라운 영광을 그들의 ‘경배와 찬양 세미나’에서 체험하며, 믿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하고도, 그 분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한 그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담대함과 승리의 새롭고, 흥미 진지한 차원을 발견해 오고 있습니다.  길 부부는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그들의 손을 통해 흘러가도록 하면서, 많은 믿는 자들을 훈련시켜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초자연적인 사역 속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들의 매일의 삶과 사역 가운데서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모두를 작동하기 위해서 풀려 났을 때 초자연적인 자연스러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에이 엘과 조이스 길은 신학과의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에이 엘의 경우 Vision Christian University의 신학 과정에서 신학 박사 학위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확고히 기반을 둔 그들의 사역은 예수님과 견고한 믿음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가르칩니다.  그들의 사역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을 보여 줍니다. 그들의 설교와 가르침은 권능의 기름부으심과, 표적과 기사 그리고 병 고침의 기적이 수반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는 물결처럼 하나님의 능력 아래 쓰러집니다.  거룩한 웃음과 주님 앞에서의 흐느낌의 물결을 포함한 부흥의 표적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의 경외할 만한 나타나심이 그들의 집회에 참석한 많은 이들에 의해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교사들과교사들과교사들과교사들과 학생들에게학생들에게학생들에게학생들에게 부치는부치는부치는부치는 글글글글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8-12 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사들(역자 주: 개역 성경에는 ‘선물들’로 표기되어 있음)을 주셨다”고 기술하였습니다. 이 귀하고 중요한 은사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부르신 남자들과 여자들입니다. 이 과목의 연구를 통해, 이들 은사들이 오늘날 예수님의 교회에 어떻게 회복되고 있는지 그리고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데 이들 은사들이 어떻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장로직과 5 중 사역자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이 사역을 위한 은사들이 어떻게 함께 역할을 수행하는지 알게 됩니다. 

 이 책자(manual)에 제시된 적지 않은 진리들이 전통적인 믿음과 체계에 도전을 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교회에 행하시고 계시는 이 회복사역이 일어날 때, 사탄은 이것을 분열과 불화를 야기시키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분열과 불화 대신에, 우리 모두는 열려 있어야 하고, 우리 영으로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는 전통적인 체계를 고수하려는 하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며, 그들과 연합일치를 유지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과목에 관한 오디오 테이프를 듣기를 제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성경적인 장로직과 5 중 사역 은사들과 관련된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자신을 충만이 채우도록 권합니다. 이 책자는 여러분들이 이 진리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도록 단지 아웃라인만 제공할 것입니다. 

 개인적 예화는 효과적인 가르침에서 필수적으로 중요합니다. 저자가 이 책에서 그 부분을 삭제한 이유는 각 교사마다 자신들의 풍부한 체험이나 다른 이들의 체험에서 얻은 예화들이 인용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가르쳐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공부할 때나 혹은 가르칠 때마다 언제나 성령님의 능력과 인도하심에 의지해야 됩니다.  이 교재는 개인이나 단체 공부, 성경학교 (정식인가가 용이함 - 마지막 페이지 참조) 가정그룹에서 훌륭한 재료가 됩니다. 이 과정을 공부하는 동안 교사와 학생 양쪽 다 이 책을 구입하여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책 속에 기입하여 넣고 밑줄을 긋고 또 묵상해 보고 소화시켜 놓은 책이 제일 좋은 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적어둘 곳과 해석을 기록하도록 공간을 남겨 두었습니다. 이 책은 복습을 위해 빨리 참고내용을 찾을 수 있고 또다시 그 부분으로 되돌아가서 찾는 것이 용이하도록 고안하여 구성되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구성 형태는 각자가 일단 이 재료를 끝낸 후에 그 내용을 다른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서한을 썼습니다. 

 

       “또또또또 내가내가내가내가 많은많은많은많은 증인증인증인증인 앞에서앞에서앞에서앞에서 내게내게내게내게 들은들은들은들은 바를바를바를바를 충성된충성된충성된충성된 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 부탁하라부탁하라부탁하라부탁하라.  

       저희가저희가저희가저희가 또또또또 다른다른다른다른 사람들을사람들을사람들을사람들을 가르칠가르칠가르칠가르칠 수수수수 있으리라있으리라있으리라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 : 26 

 이 과정은 사역개발체계(MINDS, Ministry Development System)의 형태로 조직적인 수업을 취득하도록 특별히 고안된 것입니다. 이러한 개념은 사람들과 사역과 또 학생들의 장래 가르침을 늘릴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먼저 배운 학생들은 이 책을 사용함으로써 쉽게 다른 이들에게 이 과정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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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재내용 The Ministry 의 모든 성구들은  새 킹 제임스 번역판(New King James Version)에서 인용하였음. 출판권 1979, 1980, 1982, Thomas Nelson 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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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1  1  1  1 과과과과    

사역을사역을사역을사역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은사들은사들은사들은사들 

서서서서    론론론론    5555 중중중중    사역자들사역자들사역자들사역자들    (Fivefold Ministries)(Fivefold Ministries)(Fivefold Ministries)(Fivefold Ministries)    바울은바울은바울은바울은    에베소서에베소서에베소서에베소서 4 4 4 4 장에서장에서장에서장에서    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    이이이이    땅을땅을땅을땅을    떠나셨을떠나셨을떠나셨을떠나셨을    때때때때, , , , 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    은사은사은사은사들들들들((((역자역자역자역자    주주주주: : : : 개역개역개역개역    성경에는성경에는성경에는성경에는    ‘‘‘‘선물들선물들선물들선물들’’’’로로로로    표기표기표기표기    되어되어되어되어    있음있음있음있음))))을을을을    주셨다고주셨다고주셨다고주셨다고    우리에우리에우리에우리에게게게게    진술하고진술하고진술하고진술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엡 4:8, 11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gifts)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이이이 5 5 5 5 중중중중    사역사역사역사역    은사들이은사들이은사들이은사들이    ““““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    위로위로위로위로    올라올라올라올라    가셨을가셨을가셨을가셨을    때때때때””””, , , , 주어주어주어주어    졌기졌기졌기졌기    때문때문때문때문에에에에, , , ,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승천승천승천승천    은사들은사들은사들은사들(the ascension gifts of Christ)(the ascension gifts of Christ)(the ascension gifts of Christ)(the ascension gifts of Christ)””””이라고도이라고도이라고도이라고도    불불불불리기도리기도리기도리기도    합니다합니다합니다합니다. . . .     이이이이    사역을사역을사역을사역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은사들은사들은사들은사들(the ministry gifts)(the ministry gifts)(the ministry gifts)(the ministry gifts)은은은은    다음과다음과다음과다음과    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같습니다....    사도들사도들사도들사도들    선지자들선지자들선지자들선지자들    복음복음복음복음    전파자들전파자들전파자들전파자들    목사들목사들목사들목사들    교사교사교사교사들들들들    이이이이    사역사역사역사역    은사들을은사들을은사들을은사들을    잃어버리는잃어버리는잃어버리는잃어버리는    것은것은것은것은    결코결코결코결코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계획이계획이계획이계획이    아닙니다아닙니다아닙니다아닙니다. . . . 지금지금지금지금, , , , 이이이이    은사들은은사들은은사들은은사들은    하나님에하나님에하나님에하나님에    의해의해의해의해    그들의그들의그들의그들의    합당한합당한합당한합당한    위치로위치로위치로위치로    회복되고회복되고회복되고회복되고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 . . 예수님께예수님께예수님께예수님께서서서서    자신의자신의자신의자신의    교회에게교회에게교회에게교회에게    주신주신주신주신    이들이들이들이들    사역을사역을사역을사역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은사들은은사들은은사들은은사들은    자주자주자주자주 5 5 5 5 중중중중    사역자사역자사역자사역자(the (the (the (the fivefold ministry)fivefold ministry)fivefold ministry)fivefold ministry)로로로로    불립니다불립니다불립니다불립니다....    교회의교회의교회의교회의    일부분일부분일부분일부분    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    ““““내내내내    교회를교회를교회를교회를    내가내가내가내가    세우리라세우리라세우리라세우리라....””””고고고고    말씀하셨습니다말씀하셨습니다말씀하셨습니다말씀하셨습니다. . . . 예수님께서는예수님께서는예수님께서는예수님께서는    믿는믿는믿는믿는    자들로자들로자들로자들로    연합된연합된연합된연합된    한한한한    몸인몸인몸인몸인    교회를교회를교회를교회를    세우실세우실세우실세우실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 . . 예수님께서는예수님께서는예수님께서는예수님께서는    ““““음부의음부의음부의음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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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세권세권세권세””””((((사탄의사탄의사탄의사탄의    모든모든모든모든    정정정정부를부를부를부를    대표하는대표하는대표하는대표하는))))가가가가    결코결코결코결코    이기지이기지이기지이기지    못할못할못할못할, , , , 압도적으로압도적으로압도적으로압도적으로    승리승리승리승리를를를를    거두는거두는거두는거두는    교회를교회를교회를교회를    세우실세우실세우실세우실    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것이라고    교회에교회에교회에교회에    대해대해대해대해    연이어연이어연이어연이어    말씀하셨습니다말씀하셨습니다말씀하셨습니다말씀하셨습니다....    마 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5555 중중중중    사역자에사역자에사역자에사역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충분한충분한충분한충분한    회복은회복은회복은회복은    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    오늘날오늘날오늘날오늘날    자신의자신의자신의자신의    교회를교회를교회를교회를    세우시세우시세우시세우시는는는는    데데데데    있어있어있어있어, , , , 중요한중요한중요한중요한    부분을부분을부분을부분을    차지합니다차지합니다차지합니다차지합니다....    이이이이    승리를승리를승리를승리를    거둔거둔거둔거둔    교회는교회는교회는교회는    모든모든모든모든    믿는믿는믿는믿는    자자자자    한한한한    사람사람사람사람, , , , 한한한한    사람에사람에사람에사람에    의해의해의해의해    구성되며구성되며구성되며구성되며, , , , 이이이이    땅에서땅에서땅에서땅에서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나라를나라를나라를나라를    힘있게힘있게힘있게힘있게    전진시키기전진시키기전진시키기전진시키기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각자각자각자각자    자신의자신의자신의자신의    역할을역할을역할을역할을    수행수행수행수행하고하고하고하고, , , , 참여하며참여하며참여하며참여하며, , , , 함께함께함께함께    일하는일하는일하는일하는    예수님의예수님의예수님의예수님의    몸이라고몸이라고몸이라고몸이라고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말씀은말씀은말씀은말씀은    계시해계시해계시해계시해    줍줍줍줍니다니다니다니다....    모든모든모든모든    믿는믿는믿는믿는    자자자자    각각각각    사람은사람은사람은사람은 2,000  2,000  2,000  2,000 년년년년    전전전전    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    이이이이    땅땅땅땅    위에위에위에위에    계셨을계셨을계셨을계셨을    때때때때, , , , 행하행하행하행하셨던셨던셨던셨던    똑같은똑같은똑같은똑같은    사역을사역을사역을사역을    할할할할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 . . 모든모든모든모든    믿는믿는믿는믿는    자자자자    각각각각    사람은사람은사람은사람은    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    세우시세우시세우시세우시는는는는    교회에서교회에서교회에서교회에서    봉사의봉사의봉사의봉사의    일이나일이나일이나일이나    사역에사역에사역에사역에    있어있어있어있어    중요한중요한중요한중요한    역할을역할을역할을역할을    가지고가지고가지고가지고    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있습니다....    요 14: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    이곳이곳이곳이곳, , , , 이이이이    지구상에지구상에지구상에지구상에    계셨을계셨을계셨을계셨을    때때때때, , , , 열열열열    두두두두    제자들을제자들을제자들을제자들을    훈련시켜훈련시켜훈련시켜훈련시켜    예수님의예수님의예수님의예수님의    사역들을사역들을사역들을사역들을    하도록하도록하도록하도록    그들을그들을그들을그들을    파송하셨습니다파송하셨습니다파송하셨습니다파송하셨습니다....    마 10:1 예수께서 그 열 두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마 10:7~8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계획계획계획계획 여러여러여러여러    해해해해    동안동안동안동안, , , , 우리는우리는우리는우리는    예수님의예수님의예수님의예수님의    사역들이사역들이사역들이사역들이    극히극히극히극히    소수의소수의소수의소수의    사람들사람들사람들사람들    ––––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사사사사역자들역자들역자들역자들’’’’이라고이라고이라고이라고    부르는부르는부르는부르는    사람들사람들사람들사람들    ––––     에에에에    의해서만의해서만의해서만의해서만    이루어진다고이루어진다고이루어진다고이루어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생각하였습니다생각하였습니다생각하였습니다. . . . 우리는우리는우리는우리는    그그그그    모든모든모든모든    사역사역사역사역    활동들이활동들이활동들이활동들이    그들의그들의그들의그들의    손을손을손을손을    통해서만통해서만통해서만통해서만    이루어이루어이루어이루어    져야져야져야져야    한다고한다고한다고한다고    생생생생각하였습니다각하였습니다각하였습니다각하였습니다. . . .     
����  사역을사역을사역을사역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은사들은사들은사들은사들(Ministry Gifts)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더 나은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승천하여 돌아 가셨을 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들을 자신의 몸에게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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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역들은 다음과 같은 똑같은 목표를 갖고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려 함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 믿음으로 그리스도 몸을 하나 되게 함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지식을 가르침 믿는 자들을 성숙한 위치로 이르게 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함 엡엡엡엡 4:12~13  4:12~13  4:12~13  4:12~13 이는이는이는이는    성도를성도를성도를성도를    온전케온전케온전케온전케    하며하며하며하며    봉사의봉사의봉사의봉사의    일을일을일을일을    하게하게하게하게    하며하며하며하며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몸을몸을몸을몸을    세우려세우려세우려세우려    하심이라하심이라하심이라하심이라    우우우우리가리가리가리가    다다다다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아들을아들을아들을아들을    믿는믿는믿는믿는    것과것과것과것과    아는아는아는아는    일에일에일에일에    하나가하나가하나가하나가    되되되되어어어어    온전한온전한온전한온전한    사람을사람을사람을사람을    이루어이루어이루어이루어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장성한장성한장성한장성한    분량이분량이분량이분량이    충만한충만한충만한충만한    데까지데까지데까지데까지    이르리니이르리니이르리니이르리니…………    모든모든모든모든    믿는믿는믿는믿는    자자자자    5 중 사역자들의 역할은 자신들이 직접 모든 사역들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일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나님의 군대의 군인이라고 계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5 중 사역자로 부르신 사람들만이 최전방에 위치한 –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  군인들이 아닙니다. 대신 그들은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군대에서 강력한 군인들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훈련 담당 하사관(drill sergeants)” 입니다. 우리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의 사역들을 연구할 때, 우리는 이들이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자격으로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우리의 전통적인 생각들을 내려 놓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신, 모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우리의 관심을 기울이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5 중 사역자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신자들은 성숙한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강해질 것이며, 신실하며, 사랑으로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대가 사람의 몸을 지탱하는 것과 꼭 같이 서로 서로를 떠받쳐 줄 것입니다. 엡엡엡엡 4:14~16  4:14~16  4:14~16  4:14~16 …………이는이는이는이는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이제부터이제부터이제부터이제부터    어린아이가어린아이가어린아이가어린아이가    되지되지되지되지    아니하여아니하여아니하여아니하여    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    궤술과궤술과궤술과궤술과    간사한간사한간사한간사한    유혹에유혹에유혹에유혹에    빠져빠져빠져빠져    모든모든모든모든    교훈의교훈의교훈의교훈의    풍조에풍조에풍조에풍조에    밀려밀려밀려밀려    요동치요동치요동치요동치    않게않게않게않게    하려하려하려하려    함이라함이라함이라함이라    오직오직오직오직    사사사사랑랑랑랑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참된참된참된참된    것을것을것을것을    하여하여하여하여    범사에범사에범사에범사에    그에게까지그에게까지그에게까지그에게까지    자랄지라자랄지라자랄지라자랄지라    그는그는그는그는    머리니머리니머리니머리니    곧곧곧곧    그그그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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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도라리스도라리스도라리스도라. . . . 그에게서그에게서그에게서그에게서    온온온온    몸이몸이몸이몸이    각각각각    마디를마디를마디를마디를    통하여통하여통하여통하여    도움을도움을도움을도움을    입음으로입음으로입음으로입음으로    연락하고연락하고연락하고연락하고    상상상상합하여합하여합하여합하여    각각각각    지체의지체의지체의지체의    분량대로분량대로분량대로분량대로    역사하여역사하여역사하여역사하여    그그그그    몸을몸을몸을몸을    자라게자라게자라게자라게    하며하며하며하며    사랑사랑사랑사랑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스스스스스스스스로로로로    세우느니라세우느니라세우느니라세우느니라....    이이이이    연구를연구를연구를연구를    통해통해통해통해, , , , 우리는우리는우리는우리는    이들이들이들이들 5 5 5 5 중중중중    사역사역사역사역    은사들은사들은사들은사들    하나하나하나하나    하나에하나에하나에하나에    대해서대해서대해서대해서    그리고그리고그리고그리고    이이이이    사역사역사역사역    은사들이은사들이은사들이은사들이    지역지역지역지역    교회에서교회에서교회에서교회에서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역할역할역할역할    수행해야수행해야수행해야수행해야    하는지에하는지에하는지에하는지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의의의의    모범에모범에모범에모범에    관심을관심을관심을관심을    기울일기울일기울일기울일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 . . 이들이들이들이들    은사들은은사들은은사들은은사들은    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    교회에교회에교회에교회에    주신주신주신주신    좋좋좋좋은은은은    선물들로써선물들로써선물들로써선물들로써    하나님께하나님께하나님께하나님께    선택선택선택선택    받은받은받은받은    남자들과남자들과남자들과남자들과    여자들입니다여자들입니다여자들입니다여자들입니다....    
호칭호칭호칭호칭((((TitlesTitlesTitlesTitles))))이이이이    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    역할역할역할역할(Functions) (Functions) (Functions) (Functions) 입니다입니다입니다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는 교회 내에서의 계급(rank)이나 지위(position)를 나타내는 호칭(title) –  혹은 경칭(敬稱) –  이 아닙니다. 대신 이들은 역할(役割) 입니다. 이 은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있어 제각기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바울이 바울 서신을 썼을 때, 자주 그는 자신의 사도 됨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역 은사이자 역할임을 나타내는 표현인 “사도 된 바울은(Paul, an apostle)”이라는 말로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라는 직분이 호칭(title)을 가리킬 수 있는 표현인 “바울 사도(The Apostle Paul)”라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하나님께하나님께하나님께    기름부음을기름부음을기름부음을기름부음을    받음받음받음받음    이들 사역을 위한 은사들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는 사람들의 선택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빈번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령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도우려고 합니다. 이 일은 지금도 일어 나고 있습니다. 지금 적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지형학적 지역에 사도들을 임명하며, 이곳 저곳을 돌아다니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 사역 은사들을 각각 임명하십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들 은사들을 올바로 인식합니다. 고전고전고전고전 12:27~28  12:27~28  12:27~28  12:27~28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몸이요몸이요몸이요몸이요    지체의지체의지체의지체의    각각각각    부분이라부분이라부분이라부분이라    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    교회교회교회교회    중에중에중에중에    몇을몇을몇을몇을    세우셨으니세우셨으니세우셨으니세우셨으니    첫째는첫째는첫째는첫째는    사도요사도요사도요사도요    둘째는둘째는둘째는둘째는    선지자요선지자요선지자요선지자요    세째는세째는세째는세째는    교사요교사요교사요교사요    그그그그    다음다음다음다음은은은은    능능능능력력력력이요이요이요이요    그그그그    다음은다음은다음은다음은    병병병병    고치는고치는고치는고치는    은사은사은사은사와와와와    서로서로서로서로    돕돕돕돕는는는는    것과것과것과것과    다스리는다스리는다스리는다스리는    것과것과것과것과    각각각각종종종종    방언방언방언방언을을을을    하는하는하는하는    것이라것이라것이라것이라....    롬롬롬롬 12:3~8  12:3~8  12:3~8  12:3~8 내게내게내게내게    주신주신주신주신    은은은은혜혜혜혜로로로로    말말말말미암미암미암미암아아아아    너희너희너희너희    중중중중    각각각각    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    말하말하말하말하노노노노니니니니    마땅히마땅히마땅히마땅히    생각할생각할생각할생각할    그그그그    이상의이상의이상의이상의    생각을생각을생각을생각을    품품품품지지지지    말고말고말고말고    오직오직오직오직    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    각각각각    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    나나나나눠눠눠눠주신주신주신주신    믿음의믿음의믿음의믿음의    분량대로분량대로분량대로분량대로    지지지지혜롭혜롭혜롭혜롭게게게게    생각하라생각하라생각하라생각하라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한한한한    몸에몸에몸에몸에    많은많은많은많은    지체를지체를지체를지체를    가졌으나가졌으나가졌으나가졌으나    모모모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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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든든    지체가지체가지체가지체가    같은같은같은같은    직분을직분을직분을직분을    가진가진가진가진    것이것이것이것이    아니니아니니아니니아니니    이이이이와와와와    같이같이같이같이    우리우리우리우리    많은많은많은많은    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그리스그리스그리스그리스도도도도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한한한한    몸이몸이몸이몸이    되어되어되어되어    서로서로서로서로    지체가지체가지체가지체가    되되되되었었었었느니라느니라느니라느니라    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    주신주신주신주신    은은은은혜혜혜혜대로대로대로대로    받받받받은은은은    은사가은사가은사가은사가    각각각각각각각각    다르니다르니다르니다르니    혹혹혹혹    예예예예언언언언이이이이면면면면    믿음의믿음의믿음의믿음의    분수대로분수대로분수대로분수대로, , , , 혹혹혹혹    섬섬섬섬기는기는기는기는    일이일이일이일이면면면면    섬섬섬섬기기기기는는는는    일로일로일로일로, , , , 혹혹혹혹    가르치는가르치는가르치는가르치는    자자자자면면면면    가르치는가르치는가르치는가르치는    일로일로일로일로, , , , 혹혹혹혹    권위하는권위하는권위하는권위하는    자자자자면면면면    권위하는권위하는권위하는권위하는    일로일로일로일로, , , , 구제하는구제하는구제하는구제하는    자는자는자는자는    성실함으로성실함으로성실함으로성실함으로, , , , 다스리는다스리는다스리는다스리는    자는자는자는자는    부지부지부지부지런런런런함으로함으로함으로함으로, , , , 긍휼긍휼긍휼긍휼을을을을    베베베베푸푸푸푸는는는는    자는자는자는자는    즐즐즐즐거움으로거움으로거움으로거움으로    할할할할    것이니라것이니라것이니라것이니라....    종으로종으로종으로종으로    부르심을부르심을부르심을부르심을    받음받음받음받음    사역으로의 부르심은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종으로서의 부르심 입니다. 사역으로의 부르심을 자신을 교만하게 하는 일이나 자부하는 직분으로 결코 생각해서는 아니 됩니다. 언제나 그랬듯,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범이십니다. 요요요요 13:3~ 13:3~ 13:3~ 13:3~9999, 12~17 , 12~17 , 12~17 , 12~17 저저저저녁녁녁녁    먹먹먹먹는는는는    중중중중    예수는예수는예수는예수는    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    모든모든모든모든    것을것을것을것을    자기자기자기자기    손에손에손에손에    맡맡맡맡기기기기신신신신    것과것과것과것과    또또또또    자기가자기가자기가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하나님께로부터하나님께로부터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오셨다가오셨다가오셨다가    하나님께로하나님께로하나님께로하나님께로    돌돌돌돌아가실아가실아가실아가실    것을것을것을것을    아시아시아시아시고고고고    저저저저녁녁녁녁    잡잡잡잡수시던수시던수시던수시던    자리에서자리에서자리에서자리에서    일어나일어나일어나일어나    겉옷겉옷겉옷겉옷을을을을    벗벗벗벗고고고고    수수수수건건건건을을을을    가져다가가져다가가져다가가져다가    허허허허리에리에리에리에    두르두르두르두르시고시고시고시고    이에이에이에이에    대야에대야에대야에대야에    물을물을물을물을    담담담담아아아아    제자들의제자들의제자들의제자들의    발발발발을을을을    씻씻씻씻기시고기시고기시고기시고    그그그그    두르신두르신두르신두르신    수수수수건건건건으로으로으로으로    씻씻씻씻기기를기기를기기를기기를    시시시시작작작작하여하여하여하여    시시시시몬몬몬몬    베베베베드드드드로에게로에게로에게로에게    이르시니이르시니이르시니이르시니        가로되가로되가로되가로되, , , , ““““주여주여주여주여, , , , 주께서주께서주께서주께서    내내내내    발발발발을을을을    씻씻씻씻기시나이까기시나이까기시나이까기시나이까????””””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대대대대답답답답하여하여하여하여    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 , , , ““““나의나의나의나의    하는하는하는하는    것을것을것을것을    네네네네가가가가    이제는이제는이제는이제는    알알알알지지지지    못하나못하나못하나못하나    이이이이후후후후에는에는에는에는    알알알알리라리라리라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 주옵소서!” 저희 발을 씻기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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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    각각각각    사역사역사역사역    은사들을은사들을은사들을은사들을    완성하셨습니다완성하셨습니다완성하셨습니다완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사역의 모든 역할들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돌아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시작하셨던 사역의 완성을 위해 이들 은사들을 사람들에게 주셨습니다. 사도사도사도사도    예수님께서는 “보냄을 받은 분” 곧 사도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고백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시라고 불리십니다. 히히히히 3:1  3:1  3:1  3:1 그러그러그러그러므므므므로로로로    함께함께함께함께    하늘의하늘의하늘의하늘의    부르심을부르심을부르심을부르심을    입은입은입은입은    거거거거룩룩룩룩한한한한    형형형형제들아제들아제들아제들아    우리의우리의우리의우리의    믿는믿는믿는믿는    도도도도리의리의리의리의    사도시며사도시며사도시며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대제사장이신대제사장이신대제사장이신    예예예예수를수를수를수를    깊깊깊깊이이이이    생각하라생각하라생각하라생각하라…………    선지자선지자선지자선지자    예수님께서는 옛 언약 아래에 계셨던 선지자이셨습니다. 눅눅눅눅 4:24  4:24  4:24  4:24 또또또또    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 , , , ““““내가내가내가내가    진실로진실로진실로진실로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이르이르이르이르노노노노니니니니, , , , 선지자가선지자가선지자가선지자가    고고고고향향향향에서에서에서에서    환영환영환영환영을을을을    받는받는받는받는    자가자가자가자가    없없없없느니라느니라느니라느니라....””””    요요요요 4:1 4:1 4:1 4:19999    여자가여자가여자가여자가    가로되가로되가로되가로되, , , , ““““주여주여주여주여, , , , 내가내가내가내가    보보보보니니니니    선지자로소이다선지자로소이다선지자로소이다선지자로소이다....””””    목자목자목자목자(Shepherd)(Shepherd)(Shepherd)(Shepherd)    예수님께서는 좋은 목자이셨습니다. 헬라어로 목자라고 하는 그 단어는 목사(pastor)로 번역됩니다. 요요요요 10:14  10:14  10:14  10:14 나는나는나는나는    선한선한선한선한    목목목목자라자라자라자라;;;;    내가내가내가내가    내내내내    양양양양을을을을    알알알알고고고고, , , , 양양양양도도도도    나를나를나를나를    아는아는아는아는    것이것이것이것이    벧벧벧벧전전전전 5:4  5:4  5:4  5:4 그리하그리하그리하그리하면면면면    목목목목자장이자장이자장이자장이    나나나나타타타타나실나실나실나실    때에때에때에때에    시들지시들지시들지시들지    아니하는아니하는아니하는아니하는    영광영광영광영광의의의의    면류면류면류면류관을관을관을관을    얻얻얻얻으리라으리라으리라으리라....    벧벧벧벧전전전전 2:25  2:25  2:25  2:25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전에는전에는전에는전에는    양양양양과과과과    같이같이같이같이    길길길길을을을을    잃잃잃잃었더었더었더었더니니니니    이제는이제는이제는이제는    너희너희너희너희    영혼영혼영혼영혼의의의의    목목목목자자자자와와와와    감독감독감독감독    되신되신되신되신    이에게이에게이에게이에게    돌돌돌돌아아아아왔왔왔왔느니라느니라느니라느니라....    복음복음복음복음    전하는전하는전하는전하는    자자자자    예수님께서는 교사이셨고 –  복음 전하는 자(Evangelist) –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눅눅눅눅 4:18  4:18  4:18  4:18 주의주의주의주의    성성성성령령령령이이이이    내게내게내게내게    임임임임하셨으니하셨으니하셨으니하셨으니    이는이는이는이는    가가가가난난난난한한한한    자에게자에게자에게자에게    복음을복음을복음을복음을    전하게전하게전하게전하게    하하하하시려고시려고시려고시려고    내게내게내게내게    기기기기름름름름을을을을    부으시고부으시고부으시고부으시고    나를나를나를나를    보보보보내사내사내사내사    포포포포로된로된로된로된    자에게자에게자에게자에게    자자자자유를유를유를유를, , , , 눈먼눈먼눈먼눈먼    자에자에자에자에게게게게    다시다시다시다시    보보보보게게게게    함을함을함을함을    전파하며전파하며전파하며전파하며    눌눌눌눌린린린린    자를자를자를자를    자유케자유케자유케자유케    하고하고하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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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교사교사교사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교사이셨습니다. 마마마마    9999:35 :35 :35 :35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모든모든모든모든    성과성과성과성과    촌촌촌촌에에에에    두루두루두루두루    다니사다니사다니사다니사    저희저희저희저희    회당에서회당에서회당에서회당에서    가르치시며가르치시며가르치시며가르치시며    천천천천국국국국    복음을복음을복음을복음을    전파하시며전파하시며전파하시며전파하시며    모든모든모든모든    병병병병과과과과    모든모든모든모든    약약약약한한한한    것을것을것을것을    고치시니라고치시니라고치시니라고치시니라....    
사역사역사역사역    은사들은은사들은은사들은은사들은    오늘날을오늘날을오늘날을오늘날을    위한위한위한위한    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것입니다                                                                                                                                                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    은사들은사들은사들은사들(gifts)(gifts)(gifts)(gifts)을을을을    주셨음주셨음주셨음주셨음    예수님께서는 위로 올라가실 때에 믿는 자들에게 사역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엡엡엡엡 4:8  4:8  4:8  4:8 그러그러그러그러므므므므로로로로    이르기를이르기를이르기를이르기를: : : : ““““그가그가그가그가    위로위로위로위로    올라가실올라가실올라가실올라가실    때에때에때에때에    사로사로사로사로잡힌잡힌잡힌잡힌    자를자를자를자를    사로사로사로사로잡잡잡잡고고고고, , , , 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    선물을선물을선물을선물을    주셨다주셨다주셨다주셨다    하였도다하였도다하였도다하였도다....””””    도로도로도로도로    취하여취하여취하여취하여    가시지가시지가시지가시지    않음않음않음않음    이 사역 은사들은 우리 모두가, 모든 믿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 데까지 이를 때까지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엡엡엡엡 4:13  4:13  4:13  4:13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다다다다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아들을아들을아들을아들을    믿는믿는믿는믿는    것과것과것과것과    아는아는아는아는    일에일에일에일에    하나가하나가하나가하나가    되어되어되어되어    온전한온전한온전한온전한    사람을사람을사람을사람을    이루어이루어이루어이루어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장성한장성한장성한장성한    분량이분량이분량이분량이    충만한충만한충만한충만한    데까지데까지데까지데까지    이르리니이르리니이르리니이르리니…………    완전하고 온전한 신랑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들 사역을 위한 은사들은 교회에서 지속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선지자를 포함한 이들 사역을 위한 모든 은사들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돌아볼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을 이루는데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목도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들 사역을 위한 은사들의 충만한 역할 수행이 각 지역 교회 내에서 얼마나 필요한지 보게 됩니다. 수 년 동안, 대부분 교회 안의 신자들은 이들 사역을 위한 은사들 중 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정도의 은사들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들 안에 미성숙한 점(immaturity)이 얼마나 많이 산재해 있는지 결코 놀라워 할 일이 아닙니다. 구약에서구약에서구약에서구약에서    구약의 아론 계열 제사장직이 있던 기간 동안에는 아론과 그의 네 아들사이에 사역 구분이 있었습니다. 사역 에 있어 그 기간 동안 5중 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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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몸은 자신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 오감(五感)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몸을 보호하고, 돌보기 위해 다섯 가지 사역 은사들을 제공하셨다는 사실에 주목하면 흥미롭습니다. 
사역을사역을사역을사역을    위한위한위한위한    은사들의은사들의은사들의은사들의    정의정의정의정의                                                                                                                                                                                                사도사도사도사도    “사도(apostle)”로 번역된 헬라어, “아포스톨로스(apostolos)”라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 파송된 자를 의미합니다. 선지자선지자선지자선지자    “선지자(prophet)”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페테우오(propheteuo)”라는 단어는 영감을 받아 사건이나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복음복음복음    전하는전하는전하는전하는    자자자자    “복음을 전하는 자(evangelist)”로 번역된 헬라어, “유앙겔리스테스(euangelistes)”라는 단어는 좋은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목사목사목사목사    “목사(pastor)”로 번역된 헬라어, “포이멘(poimen)”라는 단어는 가축 떼를 돌보는 사람인 목자와 양 떼를 먹일 뿐 아니라 인도하는 감독자(overseer)를 의미합니다. 교사교사교사교사    “디다스칼로(didaskalo)”라는 헬라어 단어는 가르치는 자를 의미합니다. 
5555 중중중중    사역자로의사역자로의사역자로의사역자로의    부르심을부르심을부르심을부르심을    올바로올바로올바로올바로    인식인식인식인식                                                                                                                                                사람들이 자기 임의대로 자기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5 중 사역자로 임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주 자신의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에 따라 사람들을 5중 사역자로 임명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고전고전고전고전 12:28a  12:28a  12:28a  12:28a 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    교회교회교회교회    중에중에중에중에    몇을몇을몇을몇을    세우셨으니세우셨으니세우셨으니세우셨으니    첫째는첫째는첫째는첫째는    사도요사도요사도요사도요    둘째는둘째는둘째는둘째는    선지선지선지선지자요자요자요자요    세째는세째는세째는세째는    교사요교사요교사요교사요…………    내적내적내적내적    증거증거증거증거    그 사람은 성령의 내적 증거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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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롬롬롬 8:14, 16  8:14, 16  8:14, 16  8:14, 16 무릇무릇무릇무릇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영영영영으로으로으로으로    인도함을인도함을인도함을인도함을    받는받는받는받는    그들은그들은그들은그들은    곧곧곧곧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아들이아들이아들이아들이라라라라....    성성성성령령령령이이이이    친친친친히히히히    우리우리우리우리    영영영영으로으로으로으로    더더더더불어불어불어불어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자자자자녀녀녀녀인인인인    것을것을것을것을    증거하시나니증거하시나니증거하시나니증거하시나니    기름부음기름부음기름부음기름부음    하나님의 기름부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증거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의 삶 속에 강한 기름부음과 성령님의 분명한 은사들이 자유롭게 흘러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    길을길을길을길을    여십니다여십니다여십니다여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5 중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의 확증을 여러분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하도록 맡기십시오. 잠잠잠잠 18:16  18:16  18:16  18:16 선물은선물은선물은선물은    그그그그    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    길길길길을을을을    너그너그너그너그럽럽럽럽게게게게    하며하며하며하며    또또또또    존귀존귀존귀존귀한한한한    자의자의자의자의    앞으로앞으로앞으로앞으로    그를그를그를그를    인도하느니라인도하느니라인도하느니라인도하느니라....    시시시시 37:6  37:6  37:6  37:6 네네네네    의를의를의를의를    빛빛빛빛같이같이같이같이    나나나나타타타타내시며내시며내시며내시며    네네네네    공공공공의를의를의를의를    정오의정오의정오의정오의    빛빛빛빛같이같이같이같이    하시리로다하시리로다하시리로다하시리로다....    
5555 중중중중    사역자들은사역자들은사역자들은사역자들은    함께함께함께함께    사역합니다사역합니다사역합니다사역합니다.                               .                               .                               .                                                                       5 중 사역자는 자주 사람의 손으로 비유됩니다. 사도는 다른 모든 손가락들과 함께 일하는 엄지 손가락입니다. 선지자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이라고 말하며, 사도와 가장 가까이서 사역하는 검지 손가락입니다. 중지, 즉 가운데 손가락은 가장 긴 손가락인데,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약지는(영어로 wedding-ring finger 인) 자신과 자신의 사람들과의 특별한 사랑 관계를 상징하는 목사입니다. 단지, 즉 새끼 손가락은 목사와 함께 사역하며, 균형을 잡기 위해 아주 필요한 교사입니다. 마치 완벽하며, 자유 자재로 움직이기 위해 모든 손가락들이 필요한 것처럼, 성도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사역자들이 없어서는 아니 됩니다. 
문문문문    제제제제                                                                                                                                                                                                                                                                                1. 에베소서 4 장 11절에 나오는 5중 사역자들을 열거해 보십시오.   2. 에베소서 4 장 12 절~16절에 따르면, 이들 5중 사역 은사들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3. 고린도전서 12 장 27절~28 절에 따르면, 누가 5중 사역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사람들을  임명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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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2  2  2  2 과과과과    장로들과장로들과장로들과장로들과 5 5 5 5 중중중중    사역자사역자사역자사역자    
서서서서    론론론론                                                                                                                                                                                                                                                                            지역 교회에는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두 가지 직분이 있습니다. 빌빌빌빌 1:1  1:1  1:1  1:1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예수의예수의예수의예수의    종종종종    바울과바울과바울과바울과    디모데는디모데는디모데는디모데는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예수예수예수예수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빌빌빌빌립립립립보보보보에에에에    사는사는사는사는    모든모든모든모든    성도성도성도성도와와와와    또는또는또는또는    감독감독감독감독들과들과들과들과    집집집집사사사사들에게들에게들에게들에게    편편편편지하지하지하지하노노노노니니니니    장로 감독이라고도 불리는 장로는 다스리는 직분입니다. 장로는 하나님에 의해 뽑히고, 사도들에 의해 임명됩니다. 행행행행 14:23  14:23  14:23  14:23 각각각각    교회에서교회에서교회에서교회에서    장로들을장로들을장로들을장로들을    택하여택하여택하여택하여    금금금금식식식식    기도하며기도하며기도하며기도하며    저희를저희를저희를저희를    그그그그    믿은믿은믿은믿은    바바바바    주주주주께께께께    부탁하고부탁하고부탁하고부탁하고    딤딤딤딤전전전전 3:1  3:1  3:1  3:1 미쁘미쁘미쁘미쁘다다다다    이이이이    말이여말이여말이여말이여    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감독감독감독감독의의의의    직분을직분을직분을직분을    얻얻얻얻으려으려으려으려    하하하하면면면면    선한선한선한선한    일을일을일을일을    사사사사모한다모한다모한다모한다    함이로다함이로다함이로다함이로다....    집사집사집사집사    집사는 섬기는 직분입니다. 집사는 신자들에 의해 뽑히고, 사도들에 의해 확증됩니다. 딤딤딤딤전전전전 3:10  3:10  3:10  3:10 이에이에이에이에    이이이이    사람들을사람들을사람들을사람들을    먼먼먼먼저저저저    시시시시험험험험하여하여하여하여    보보보보고고고고    그그그그    후후후후에에에에    책망책망책망책망할할할할    것이것이것이것이    없없없없으으으으면면면면    집집집집사의사의사의사의    직분을직분을직분을직분을    하게하게하게하게    할할할할    것이요것이요것이요것이요    행행행행 6:2~4, 6  6:2~4, 6  6:2~4, 6  6:2~4, 6 열두열두열두열두    사도가사도가사도가사도가    모든모든모든모든    제자를제자를제자를제자를    불러불러불러불러    이르되이르되이르되이르되, , , ,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말씀말씀말씀말씀을을을을    제제제제쳐놓쳐놓쳐놓쳐놓고고고고    공공공공궤궤궤궤((((供饋供饋供饋供饋))))를를를를    일일일일삼삼삼삼는는는는    것이것이것이것이    마땅치마땅치마땅치마땅치    아니하니아니하니아니하니아니하니    형형형형제들아제들아제들아제들아    너희너희너희너희    가가가가운운운운데서데서데서데서    성성성성령령령령과과과과    지지지지혜혜혜혜가가가가    충만하여충만하여충만하여충만하여    칭찬칭찬칭찬칭찬    듣듣듣듣는는는는    사람사람사람사람    일일일일곱곱곱곱을을을을    택하라택하라택하라택하라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이이이이    일을일을일을일을    저희에게저희에게저희에게저희에게    맡맡맡맡기고기고기고기고    우리는우리는우리는우리는    기도하는기도하는기도하는기도하는    것과것과것과것과    말씀말씀말씀말씀    전하는전하는전하는전하는    것을것을것을것을    전전전전무무무무((((專務專務專務專務))))하리하리하리하리라라라라....””””    하니하니하니하니    사도들사도들사도들사도들    앞에앞에앞에앞에    세우니세우니세우니세우니    사도들이사도들이사도들이사도들이    기도하고기도하고기도하고기도하고    그들에게그들에게그들에게그들에게    안수하니라안수하니라안수하니라안수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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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라어에헬라어에헬라어에헬라어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이해이해이해이해                                                                                                                                                                                                                            장로장로장로장로    
� 프레프레프레프레스부스부스부스부테테테테로스로스로스로스(Presbuteros)  “프레스부테로스(Presbuteros)”라는 말은 연장자, 나이든 사람 혹은 선배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수 년이나 앞선, 나이 든 남자와 여자 즉 선배를 말합니다. 딛딛딛딛 2:2~3a  2:2~3a  2:2~3a  2:2~3a 늙늙늙늙은은은은    남자로는남자로는남자로는남자로는    절절절절제하며제하며제하며제하며…………    늙늙늙늙은은은은    여자로는여자로는여자로는여자로는    이이이이와와와와    같이같이같이같이…………     이 말은 또한 가장 연장자를 지칭할 때 쓰이곤 했습니다. 눅눅눅눅 15:25a  15:25a  15:25a  15:25a 맏맏맏맏아들은아들은아들은아들은    밭밭밭밭에에에에    있다가있다가있다가있다가    돌돌돌돌아아아아와와와와    집집집집에에에에    가까가까가까가까왔왔왔왔을을을을    때에때에때에때에    풍풍풍풍류와류와류와류와    춤추춤추춤추춤추는는는는    소리를소리를소리를소리를    듣듣듣듣고고고고    이 단어는 구약 시대 성도들을 언급할 때 사용됩니다. 히히히히 11:2  11:2  11:2  11:2 선진들이선진들이선진들이선진들이    이로써이로써이로써이로써    증거를증거를증거를증거를    얻었얻었얻었얻었으니라으니라으니라으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산헤드린의 공적 지도자들이나 지역 회당장들을 가리킬 때 사용된 단어 입니다. 행행행행 6:12a  6:12a  6:12a  6:12a 백백백백성과성과성과성과    장로장로장로장로와와와와    서기관들을서기관들을서기관들을서기관들을    충동시켜충동시켜충동시켜충동시켜…………    막막막막 5:22a  5:22a  5:22a  5:22a 회당장회당장회당장회당장    중중중중    하나인하나인하나인하나인    야이로라야이로라야이로라야이로라    하는하는하는하는    이가이가이가이가    와와와와서서서서…………    지역 교회의 임명된 지도자들을 가리킬 때 사용됩니다.  행행행행 14:23a  14:23a  14:23a  14:23a 각각각각    교회에서교회에서교회에서교회에서    장로들을장로들을장로들을장로들을    택하여택하여택하여택하여    금금금금식식식식    기도하며기도하며기도하며기도하며    저희를저희를저희를저희를    그그그그    믿은믿은믿은믿은    바바바바    주주주주께께께께    부탁하고부탁하고부탁하고부탁하고    딤딤딤딤전전전전 5:17  5:17  5:17  5:17 잘잘잘잘    다스리는다스리는다스리는다스리는    장로들을장로들을장로들을장로들을    배배배배나나나나    존존존존경할경할경할경할    자로자로자로자로    알알알알되되되되    말씀과말씀과말씀과말씀과    가르가르가르가르침침침침에에에에    수수수수고하는고하는고하는고하는    이들을이들을이들을이들을    더더더더할할할할    것이니라것이니라것이니라것이니라....    딛 1:5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약약약약 5:14a  5:14a  5:14a  5:14a 너희너희너희너희    중에중에중에중에    병병병병든든든든    자가자가자가자가    있느있느있느있느냐냐냐냐????    저는저는저는저는    교회의교회의교회의교회의    장로들을장로들을장로들을장로들을    청청청청할할할할    것이요것이요것이요것이요…………    
����  프레프레프레프레스부스부스부스부테테테테리온리온리온리온(Presbuterion)  “프레스부테리온(Presbuterion)”라는 말은 의회를 위해 한곳에 모인 장로들의 모임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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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딤딤딤전전전전 4:14  4:14  4:14  4:14 네네네네    속속속속에에에에    있는있는있는있는    은사은사은사은사    곧곧곧곧    장로장로장로장로    의회에서의회에서의회에서의회에서    안수안수안수안수    받을받을받을받을    때에때에때에때에    예예예예언언언언으로으로으로으로    말말말말미암미암미암미암아아아아    받은받은받은받은    것을것을것을것을    조심조심조심조심    없없없없이이이이    말며말며말며말며 킹 제임스 개정판(the New KJV)에는 “장로들이 모인 몸”을 “장로회”(presbytery)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 숨프레숨프레숨프레숨프레스부스부스부스부테테테테로스로스로스로스(Sumpresbuteros)  “숨프레스부테로스(Sumpresbuteros)”라는 말은 함께 장로 된 자 혹은 동료 장로를 뜻합니다. 벧벧벧벧전전전전 5:1a 5:1a 5:1a 5:1a    너희너희너희너희    중중중중    장로들에게장로들에게장로들에게장로들에게    권하권하권하권하노노노노니니니니, , , , 나는나는나는나는    함께함께함께함께    장로장로장로장로    된된된된    자요자요자요자요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고고고고난난난난의의의의    증인이요증인이요증인이요증인이요    감독감독감독감독    
� 에에에에피피피피스코스코스코스코포포포포스스스스(Episkopos)  “에피스코포스(Episkopos)”라는 말은 감독자(overseer), 관리인(superintendent), 혹은 보호자(guardian)를 의미합니다. 신약에서 5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킹 제임스 개정판(the New KJV)에서는 사도행전 20 장 28 절을 제외하고, 모든 곳에서  “Bishop”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었습니다. 행행행행 2 2 2 20:28a 0:28a 0:28a 0:28a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자기를자기를자기를자기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또는또는또는또는    온온온온    양양양양    떼떼떼떼를를를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삼삼삼삼가라가라가라가라    성성성성령령령령이이이이    저들저들저들저들    가가가가운운운운데데데데    너희로너희로너희로너희로    감독감독감독감독자를자를자를자를    삼삼삼삼고고고고…………    빌빌빌빌 1:1  1:1  1:1  1:1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예수의예수의예수의예수의    종종종종    바울과바울과바울과바울과    디모데는디모데는디모데는디모데는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예수예수예수예수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빌빌빌빌립립립립보보보보에에에에    사는사는사는사는    모든모든모든모든    성도성도성도성도와와와와    또는또는또는또는    감독감독감독감독들과들과들과들과    집집집집사들에게사들에게사들에게사들에게…………    딤딤딤딤전전전전 3:2a  3:2a  3:2a  3:2a 그러그러그러그러므므므므로로로로    감독감독감독감독은은은은    책망책망책망책망할할할할    것이것이것이것이    없없없없으며으며으며으며…………    딛딛딛딛 1:7a  1:7a  1:7a  1:7a 감독감독감독감독은은은은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청청청청지기로서지기로서지기로서지기로서    책망책망책망책망할할할할    것이것이것이것이    없없없없고고고고    벧벧벧벧전전전전 2:25  2:25  2:25  2:25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전에는전에는전에는전에는    양양양양과과과과    같이같이같이같이    길길길길을을을을    잃잃잃잃었더었더었더었더니니니니    이제는이제는이제는이제는    너희너희너희너희    영혼영혼영혼영혼의의의의    목목목목자자자자와와와와    감독감독감독감독    되신되신되신되신    이에게이에게이에게이에게    돌돌돌돌아아아아왔왔왔왔느니라느니라느니라느니라....    
� 에에에에피피피피스코스코스코스코페페페페(Episkope)  “에피스코페(episkope)”는 “에피스코포스(episkopos)”의 명사형입니다. 킹 제임스 개정판(the New KJV)에서 장로직, 감독, 혹은 비숍(bishop)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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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행행행 1:20  1:20  1:20  1:20 시시시시편편편편에에에에    기록하였으되기록하였으되기록하였으되기록하였으되: : : : ‘‘‘‘그의그의그의그의    거거거거처처처처로로로로    황폐황폐황폐황폐하게하게하게하게    하시며하시며하시며하시며, , , , 거기거기거기거기    거하는거하는거하는거하는    자가자가자가자가    없없없없게게게게    하소서하소서하소서하소서’’’’    하였고하였고하였고하였고;;;;    또또또또    일일일일렀렀렀렀으되으되으되으되: : : : ‘‘‘‘그그그그    직분을직분을직분을직분을    타타타타인이인이인이인이    취취취취하게하게하게하게    하소하소하소하소서서서서’’’’    하였도다하였도다하였도다하였도다....    딤딤딤딤전전전전 3:1  3:1  3:1  3:1 미쁘미쁘미쁘미쁘다다다다    이이이이    말이여말이여말이여말이여: : : : 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감독감독감독감독의의의의    직분을직분을직분을직분을    얻얻얻얻으려으려으려으려    하하하하면면면면    선한선한선한선한    일을일을일을일을    사사사사모한다모한다모한다모한다    함이로다함이로다함이로다함이로다....    
� 에에에에피피피피스코스코스코스코페페페페오오오오(Episkopeo) “에피스코페오(episkopeo)”는 “에피스코페(episkope)”의 동사형이며, 그 뜻은 감독하다(oversee) 입니다. 벧벧벧벧전전전전 5:2a  5:2a  5:2a  5:2a …………    너희너희너희너희    중에중에중에중에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양양양양    무무무무리를리를리를리를 ( ( ( (감독감독감독감독자로서자로서자로서자로서    ----    역자 주: 한글 개역 성경에는 이 부분이 없음) ) ) ) 치되치되치되치되    부부부부득득득득이함으로이함으로이함으로이함으로    하지하지하지하지    말고말고말고말고………… 
장로장로장로장로(ELDER)(ELDER)(ELDER)(ELDER)와와와와    감독감독감독감독(OVERSEER)(OVERSEER)(OVERSEER)(OVERSEER)을을을을    비교비교비교비교                                                                                                                                    우리는 장로(elder), 감독(overseer) 혹은 비숍(bishop)으로 번역된 이들 단어들에서 하나의 밀접한 관련성을 발견합니다. 히브리 신자들은 이 직분을 회당장이나 장로들과 연관짓기 때문에 히브리 신자들에게 서신서가 보내질 때, “장로(Elder)”라는 말이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킹 제임스 개정판(the New KJV)에서는 “비숍(bishop)”으로 번역된 “감독자(overseer)” 말이 헬라인 신자들에게 이야기할 때,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 신자들이 가장 쉽사리 알고 있는 지도자라는 단어가 “비숍(bishop)”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단어의 어근(root words)사이에는 성경적인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이 두 단어는 교회 내의 같은 직임을 지칭합니다. 다수의 헬라어 학사들(Greek authorities)은 “장로”는 직책 맡은 사람을 말하고, “감독자 또는 비숍”은 그 직책(the position)을 지칭한다고 말합니다. 지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모형(God’s pattern)에 있어 성직(聖職) 계급 제도는 없었습니다. 각 지역 교회는 지(地) 교회의 정부로서 각기 지(地) 교회 장로들을 두어야만 했었습니다. 조직(organization)에 관한한, 모든 지역 교회는 서로 서로 독립적(separate)이며, 자율적(autonomous)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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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울의바울의바울의바울의    예예예예((((例例例例))))    바울은 에베소에 사람들을 보내어 그 교회의 장로들(elders)을 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했을 때, 바울은 그들을 감독자(overseers)라고 불렀습니다. 행행행행 20:17  20:17  20:17  20:17 바울이바울이바울이바울이    밀밀밀밀레레레레도에서도에서도에서도에서    사람을사람을사람을사람을    에베소로에베소로에베소로에베소로    보보보보내어내어내어내어    교회교회교회교회    장로들을장로들을장로들을장로들을    청청청청하니하니하니하니    행행행행 20:28  20:28  20:28  20:28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자기를자기를자기를자기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또는또는또는또는    온온온온    양양양양    떼떼떼떼를를를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삼삼삼삼가라가라가라가라    성성성성령령령령이이이이    저들저들저들저들    가가가가운운운운데데데데    너희로너희로너희로너희로    감독감독감독감독자를자를자를자를    삼삼삼삼고고고고    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    자기자기자기자기    피피피피로로로로    사신사신사신사신    교회를교회를교회를교회를    치게치게치게치게    하셨느니하셨느니하셨느니하셨느니라라라라    우리는 또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합니다. 장로들 혹은 감독들 가운데 “목자”나 “목사”라는 특정 사역은사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몇몇 있을지라도 장로들 혹은 감독들 모두는 목자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동동동동등한등한등한등한    자격조건자격조건자격조건자격조건    바울은 5 절에서 장로라고 부른 사람들의 자격조건을 말하면서 7 절에서 감독들의 자격조건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는 두 직책이 똑같다는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딛딛딛딛 1:5, 7  1:5, 7  1:5, 7  1:5, 7 내가내가내가내가    너를너를너를너를    그그그그레레레레데에데에데에데에    떨떨떨떨어어어어뜨뜨뜨뜨려려려려    둔둔둔둔    이유는이유는이유는이유는    부부부부족족족족한한한한    일을일을일을일을    바로바로바로바로잡잡잡잡고고고고    나나나나의의의의    명명명명한한한한    대로대로대로대로    각각각각    성에성에성에성에    장로들을장로들을장로들을장로들을    세우게세우게세우게세우게    하려하려하려하려    함이니함이니함이니함이니    감독감독감독감독은은은은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청청청청지기로서지기로서지기로서지기로서    책망책망책망책망할할할할    것이것이것이것이    없없없없고고고고    제제제제    고고고고집집집집대로대로대로대로    하지하지하지하지    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    급급급급히히히히    분내지분내지분내지분내지    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    술을술을술을술을    즐즐즐즐기지기지기지기지    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    구구구구타타타타하지하지하지하지    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    더더더더러러러러운운운운    이를이를이를이를    탐탐탐탐하지하지하지하지    아아아아니하며니하며니하며니하며…………    베드로의베드로의베드로의베드로의    예예예예((((例例例例))))    베드로는 그가 장로라고 불렀던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양 무리를 돌보는 목자가 되고, 감독으로서 하나님의 양 무리를 섬기라고 말하였습니다. 벧벧벧벧전전전전 5:1~2  5:1~2  5:1~2  5:1~2 너희너희너희너희    중중중중    장로들에게장로들에게장로들에게장로들에게    권하권하권하권하노노노노니니니니    나는나는나는나는    함께함께함께함께    장로장로장로장로    된된된된    자요자요자요자요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고고고고난난난난의의의의    증인이요증인이요증인이요증인이요    나나나나타타타타날날날날    영광영광영광영광에에에에    참예할참예할참예할참예할    자로라자로라자로라자로라    너희너희너희너희    중에중에중에중에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양양양양    무무무무리를리를리를리를    치되치되치되치되    부부부부득득득득이함으로이함으로이함으로이함으로    하지하지하지하지    말고말고말고말고    오직오직오직오직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뜻뜻뜻뜻을을을을    좇좇좇좇아아아아    자자자자원원원원함으로함으로함으로함으로    하하하하며며며며    더더더더러러러러운운운운    이를이를이를이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하지하지하지하지    말고말고말고말고    오직오직오직오직    즐즐즐즐거거거거운운운운    뜻뜻뜻뜻으로으로으로으로    하며하며하며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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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지역지역지역    교회에서의교회에서의교회에서의교회에서의    장로들장로들장로들장로들                                                                                                                                                                                                            사도들에사도들에사도들에사도들에    의해의해의해의해    임명됨임명됨임명됨임명됨    어느 도시에 있는 어느 교회 할 것 없이, 장로들은 사도들이 임명하고, 안수하여(ordained) 직임을 주었습니다. 행행행행 14:23  14:23  14:23  14:23 각각각각    교회에서교회에서교회에서교회에서    장로들을장로들을장로들을장로들을    택하여택하여택하여택하여    금금금금식식식식    기도하며기도하며기도하며기도하며    저희를저희를저희를저희를    그그그그    믿은믿은믿은믿은    바바바바    주주주주께께께께    부탁하고부탁하고부탁하고부탁하고    딛딛딛딛 1:4a~5  1:4a~5  1:4a~5  1:4a~5 같은같은같은같은    믿음을믿음을믿음을믿음을    따따따따라라라라    된된된된    나의나의나의나의    참참참참    아들아들아들아들    디도에게디도에게디도에게디도에게…………    내가내가내가내가    너를너를너를너를    그그그그레레레레데에데에데에데에    떨떨떨떨어어어어뜨뜨뜨뜨려려려려    둔둔둔둔    이이이이유는유는유는유는    부부부부족족족족한한한한    일을일을일을일을    바로바로바로바로잡잡잡잡고고고고    나의나의나의나의    명명명명한한한한    대로대로대로대로    각각각각    성에성에성에성에    장로들을장로들을장로들을장로들을    세우게세우게세우게세우게    하려하려하려하려    함이니함이니함이니함이니…………    의사결정의사결정의사결정의사결정    하는하는하는하는    것을것을것을것을    도왔음도왔음도왔음도왔음    협의하기 위해서(for counsel), 사도들은 장로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행행행행 15:2  15:2  15:2  15:2 바울과바울과바울과바울과    바나바바나바바나바바나바와와와와    저희저희저희저희    사이에사이에사이에사이에    적지적지적지적지    아니한아니한아니한아니한    다다다다툼툼툼툼과과과과    변론변론변론변론이이이이    일어일어일어일어난난난난지라지라지라지라    형형형형제들이제들이제들이제들이    이이이이    문제에문제에문제에문제에    대하여대하여대하여대하여    바울과바울과바울과바울과    바나바바나바바나바바나바와와와와    및및및및    그그그그    중에중에중에중에    몇몇몇몇    사람을사람을사람을사람을    예루예루예루예루살렘살렘살렘살렘에에에에    있는있는있는있는    사도사도사도사도와와와와    장로들에게장로들에게장로들에게장로들에게    보보보보내기로내기로내기로내기로    작작작작정하니정하니정하니정하니    행행행행 15:4  15:4  15:4  15:4 예루예루예루예루살렘살렘살렘살렘에에에에    이르러이르러이르러이르러    교회교회교회교회와와와와    사도사도사도사도와와와와    장로들에게장로들에게장로들에게장로들에게    영접영접영접영접을을을을    받고받고받고받고    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    자기들과자기들과자기들과자기들과    함께함께함께함께    계계계계셔셔셔셔    행하신행하신행하신행하신    모든모든모든모든    일을일을일을일을    말하말하말하말하매매매매    행행행행 15:6  15:6  15:6  15:6 사도사도사도사도와와와와    장로들이장로들이장로들이장로들이    이이이이    일을일을일을일을    의의의의논논논논하러하러하러하러    모여모여모여모여    분명히, 장로들은 지(地) 교회내의 지도력(leadership)이나 정책 그리고 교리에 관한 것들을 결정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행행행행 15:22a  15:22a  15:22a  15:22a 이에이에이에이에    사도사도사도사도와와와와    장로장로장로장로와와와와    온온온온    교회가교회가교회가교회가    그그그그    중에서중에서중에서중에서    사람을사람을사람을사람을    택하여택하여택하여택하여    바울과바울과바울과바울과    바바바바나바나바나바나바와와와와    함께함께함께함께    안디안디안디안디옥옥옥옥으로으로으로으로    보보보보내기를내기를내기를내기를    가결하니가결하니가결하니가결하니    행행행행 16:4  16:4  16:4  16:4 여러여러여러여러    성으로성으로성으로성으로    다다다다녀갈녀갈녀갈녀갈    때에때에때에때에    예루예루예루예루살렘살렘살렘살렘에에에에    있는있는있는있는    사도사도사도사도와와와와    장로들의장로들의장로들의장로들의    작작작작정한정한정한정한    규례규례규례규례를를를를    저희에게저희에게저희에게저희에게    주어주어주어주어    지키게지키게지키게지키게    하니하니하니하니    교회의교회의교회의교회의    일을일을일을일을    지도하였음지도하였음지도하였음지도하였음    장로들은 지(地)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지도하였습니다. 행행행행 11:2 11:2 11:2 11:29999~30 ~30 ~30 ~30 제자들이제자들이제자들이제자들이    각각각각각각각각    그그그그    힘대로힘대로힘대로힘대로    유대에유대에유대에유대에    사는사는사는사는    형형형형제들에게제들에게제들에게제들에게    부조를부조를부조를부조를    보보보보내기내기내기내기로로로로    작작작작정하고정하고정하고정하고    이를이를이를이를    실행하여실행하여실행하여실행하여    바나바바나바바나바바나바와와와와    사울의사울의사울의사울의    손으로손으로손으로손으로    장로들에게장로들에게장로들에게장로들에게    보보보보내니라내니라내니라내니라    딤딤딤딤전전전전 5:17  5:17  5:17  5:17 잘잘잘잘    다스리는다스리는다스리는다스리는    장로들을장로들을장로들을장로들을    배배배배나나나나    존존존존경할경할경할경할    자로자로자로자로    알알알알되되되되    말씀과말씀과말씀과말씀과    가르가르가르가르침침침침에에에에    수수수수고하는고하는고하는고하는    이들을이들을이들을이들을    더더더더할할할할    것이니라것이니라것이니라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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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장로들이 설교나 가르치는 사역은사를 수행하지 못하더라도 장로들의 자격 요건들 중의 하나는 그들이 “가르칠 수 있어야”(able to teach) 하는 것입니다.  5555 중중중중    사역자들은사역자들은사역자들은사역자들은    장로들입니다장로들입니다장로들입니다장로들입니다    모든 5 중 사역자들은 다 장로입니다. 우리는 이 예를 베드로와 요한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벧벧벧벧전전전전 5:1  5:1  5:1  5:1 너희너희너희너희    중중중중    장로들에게장로들에게장로들에게장로들에게    권하권하권하권하노노노노니니니니    나는나는나는나는    함께함께함께함께    장로장로장로장로    된된된된    자요자요자요자요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고고고고난난난난의의의의    증인이요증인이요증인이요증인이요    나나나나타타타타날날날날    영광영광영광영광에에에에    참예할참예할참예할참예할    자로라자로라자로라자로라…………    요요요요삼삼삼삼 1:1  1:1  1:1  1:1 장로는장로는장로는장로는    사랑하는사랑하는사랑하는사랑하는    가이오가이오가이오가이오    곧곧곧곧    나의나의나의나의    참으로참으로참으로참으로    사랑하는사랑하는사랑하는사랑하는    자에게자에게자에게자에게    편편편편지하지하지하지하노노노노라라라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주셨는데 그 직임을 받은 사람들은 “봉사의 일을 위해(for the work of the ministry)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일”에 함께 동역(同役) 해야 합니다. 이들 사역 은사들이 같은 직책(an office)이라고 성경에서 결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 각기 사역 은사들은 교회에서 장로라는 같은 직책 안에 위치합니다. 장로의장로의장로의장로의    사역사역사역사역    장로는 감독하라고 맡겨진 양 무리들을 먹이고 돌보는 역할을 지역 교회에서 수행하여야 합니다. 벧벧벧벧전전전전 5:1~3  5:1~3  5:1~3  5:1~3 너희너희너희너희    중중중중    장로들에게장로들에게장로들에게장로들에게    권하권하권하권하노노노노니니니니    나는나는나는나는    함께함께함께함께    장로장로장로장로    된된된된    자요자요자요자요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고고고고난난난난의의의의    증인이요증인이요증인이요증인이요    나나나나타타타타날날날날    영광영광영광영광에에에에    참예할참예할참예할참예할    자로라자로라자로라자로라    너희너희너희너희    중에중에중에중에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양양양양    무무무무리를리를리를리를    치되치되치되치되    부부부부득득득득이함으로이함으로이함으로이함으로    하지하지하지하지    말고말고말고말고    오직오직오직오직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뜻뜻뜻뜻을을을을    좇좇좇좇아아아아    자자자자원원원원함으로함으로함으로함으로    하하하하며며며며    더더더더러러러러운운운운    이를이를이를이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하지하지하지하지    말고말고말고말고    오직오직오직오직    즐즐즐즐거거거거운운운운    뜻뜻뜻뜻으로으로으로으로    하며하며하며하며    맡맡맡맡기기기기운운운운    자들에게자들에게자들에게자들에게    주장하는주장하는주장하는주장하는    자세를자세를자세를자세를    하지하지하지하지    말고말고말고말고    오직오직오직오직    양양양양    무무무무리의리의리의리의    본본본본이이이이    되라되라되라되라…………    
장로들은장로들은장로들은장로들은 5 5 5 5 중중중중    사역자들이다사역자들이다사역자들이다사역자들이다                                                                                                                                                                                            에베소서 4 장(章)에 열거된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5 중 사역자로 세우신 사람들은 성도들을 온전케 하기 위해 확실한 은혜와 기름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양 떼들을 돌보며, 먹이고 감독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이들은 5 중 사역자로서 요구되는 은혜와 기름 부음을 분명 필요로 했을 것입니다. 지역 교회의 장로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5 중 사역자로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이며,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는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의 자격을 갖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잘 다스리는 책임이 부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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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딤딤딤전전전전 5:17  5:17  5:17  5:17 잘잘잘잘    다스리는다스리는다스리는다스리는    장로들을장로들을장로들을장로들을    배배배배나나나나    존존존존경할경할경할경할    자로자로자로자로    알알알알되되되되    말씀과말씀과말씀과말씀과    가르가르가르가르침침침침에에에에    수수수수고하는고하는고하는고하는    이들을이들을이들을이들을    더더더더할할할할    것이니라것이니라것이니라것이니라 장로가 될 수 있는 자격 조건들 중의 하나가 잘 가르칠 수 있는 것이었지만, 지역 교회 내에서 모든 장로들이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 같지 않습니다. 역할들역할들역할들역할들    사도들과 선지자들에 의해 교회의 기초들이 세워진 후,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지역 교회에 장로들을 임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와 교사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택하신 자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 그리고 다른 장로들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임명되었고, 인식되어졌으며 사역의 길로 들어섰었습니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세워졌고 목사와 교사의 직임을 가진 사람들의 사역에 의해 훈련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선택했던 사람들도 또한 장로들에게 안수를 받음으로 임명되었고, 인식되어졌으며 사역의 길로 들어섰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은 지역 교회에 있는 믿는 자들을 훈련시켜 기적의 복음 전파로 불신자들에게 나아가도록 동원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5 중 사역자들의 각자 역할 수행을 통해서 성숙될 수 있고 봉사의 일을 위해 준비될 수 있습니다. 
신약신약신약신약    교회교회교회교회    정치정치정치정치    (New Testament Church Government)                         (New Testament Church Government)                         (New Testament Church Government)                         (New Testament Church Government)                             교회 정치(Church government)란 사람들이 모인 협회나 조직체 혹은 교파(敎派)가 아니라 오히려 어느 한 지역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 즉, 감독자들로 부름을 받았던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성령 안에서의 관계였습니다. 장로들, 감독자들, 감독관들, 혹은 비숍들(bishops)은 어느 특정한 지역 교회에 머무르지 않고 그 범위를 넘어 그들의 5 중 사역의 역할들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그들이 속한 지역 교회로부터 파송(播送)을 받았습니다. 그 지역 교회는 다른 교회들을 통치하고 조정하는 “모(母) 교회(mother church)”가 되기 보다는 믿는 자들을 파송(播送)하는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그 지역 교회는 5 중 사역자들의 역할을 수행할 사역자들을 파송(播送) 하였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기초들을 놓고, 교회를 설립하고, 각 지역 교회에 장로들을 임명했을 때, 그들은 깊은 영적인 관계들을 자리 잡게 하였습니다.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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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서 이와 같은 관계들만이 교회와 교회를 연결시키는 유일한 고리(connection)였고, 5 중 사역자들 사이에 긴밀한 관계(relationships)가 있었습니다. 
지역지역지역지역    교회에서교회에서교회에서교회에서    통솔하는통솔하는통솔하는통솔하는    지도지도지도지도    장로들장로들장로들장로들(Leading Elders)                        (Leading Elders)                        (Leading Elders)                        (Leading Elders)                            사도들에 의해 임명된 장로들은 그 특정 지역 교회에서 5 중  사역 은사 중 하나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분명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각 지역 교회에서의 장로직(職)은 결코 한 개인에게만 국한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한 사람의 영적 지도자를 세우셨습니다. 모세가 이에 대한 한 예(例)입니다. 언제나 장로들 중의 한 사람이 통솔하는 지도 장로로 선발되었습니다. 지도 장로로 선출된 그 사람은 곧잘 목사 혹은 목자의 사역 은사를 가지기 일쑤였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와 선지자들에 의해 확인되었으며, 지역 교회의 믿는 자들과 다른 장로들에 의해 인정 받았습니다. 그 개인의 부르심(calling)과 사역 은사, 기름부음(anointing), 그리고 비젼(vision)과 지도력을 통해 인정되는 지도 장로가 한 사람 있었습니다. 사자사자사자사자(Messenger)(Messenger)(Messenger)(Messenger)    요한계시록에서 이러한 사람을 천사라고 언급합니다. 헬라어로 “앙겔로스(Aggelos)”라는 단어는 使者(messenger) 혹은 대리인(agent)을 의미합니다. 계계계계 2:1  2:1  2:1  2:1 에베소에베소에베소에베소    교회의교회의교회의교회의    사자사자사자사자((((使者使者使者使者))))에게에게에게에게    편편편편지하기를지하기를지하기를지하기를, , , , ‘‘‘‘오른오른오른오른    손에손에손에손에    일일일일곱곱곱곱    별별별별을을을을    붙붙붙붙잡잡잡잡고고고고    일일일일곱곱곱곱    금금금금    촛촛촛촛대대대대    사이에사이에사이에사이에    다니시는다니시는다니시는다니시는    이가이가이가이가    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    참된참된참된참된    동역자동역자동역자동역자(True Companion)(True Companion)(True Companion)(True Companion)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진정한 동역자” 라고 불렀던 그 사람은 아마 빌립보 교회의 지도 장로(역자 주: 담임 목사)를 지칭했던 것 같습니다. 빌빌빌빌 4:3  4:3  4:3  4:3 또또또또    참으로참으로참으로참으로    나나나나와와와와    멍멍멍멍에를에를에를에를    같이한같이한같이한같이한    자자자자    네네네네게게게게    구하구하구하구하노노노노니니니니    복음에복음에복음에복음에    나나나나와와와와    함께함께함께함께    힘힘힘힘쓰쓰쓰쓰던던던던    저저저저    부부부부녀녀녀녀들을들을들을들을    돕돕돕돕고고고고    또한또한또한또한    글레멘드와글레멘드와글레멘드와글레멘드와    그그그그    위에위에위에위에    나의나의나의나의    동역자들을동역자들을동역자들을동역자들을    도우라도우라도우라도우라    그그그그    이이이이름름름름들이들이들이들이    생생생생명책명책명책명책에에에에    있느니라있느니라있느니라있느니라    야고보야고보야고보야고보, , , , 통솔하는통솔하는통솔하는통솔하는    지도지도지도지도    장로장로장로장로    야고보는 통솔하는 지도 장로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 내의 다른 장로들을 이끌어 갔습니다. 어느 하나의 교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모든 장로들이 사도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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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행행행 15:6  15:6  15:6  15:6 사도사도사도사도와와와와    장로들이장로들이장로들이장로들이    이이이이    일을일을일을일을    의의의의논논논논하러하러하러하러    모여모여모여모여    행행행행 15:13, 1 15:13, 1 15:13, 1 15:13, 19999    말을말을말을말을    마치마치마치마치매매매매    야고야고야고야고보보보보가가가가    대대대대답답답답하여하여하여하여    가로되가로되가로되가로되, , , , ““““형형형형제들아제들아제들아제들아, , , , 내내내내    말을말을말을말을    들으라들으라들으라들으라;;;;        그러그러그러그러므므므므로로로로    내내내내    의의의의견견견견에는에는에는에는    이이이이방방방방인인인인    중에서중에서중에서중에서    하나님께로하나님께로하나님께로하나님께로    돌돌돌돌아아아아    오는오는오는오는    자들을자들을자들을자들을    괴롭괴롭괴롭괴롭게게게게    말말말말고고고고…”…”…”…”    모든 장로들이 이미 논쟁점(issue)이 되고 있었던 교리적인 문제(the doctrinal question)를 심사 숙고하는 일에 깊이 관련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 결정을 내렸던 사람은 다름 아닌 통솔하는 장로였던 야고보였습니다. 모든 장로들과 사도들이 온 교회에 축복을 가져 다 주는 그런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깊이 관련하였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행행행행 15:22~23  15:22~23  15:22~23  15:22~23 이에이에이에이에    사도사도사도사도와와와와    장로장로장로장로와와와와    온온온온    교회가교회가교회가교회가    그그그그    중에서중에서중에서중에서    사람을사람을사람을사람을    택하여택하여택하여택하여    바울과바울과바울과바울과    바나바바나바바나바바나바와와와와    함께함께함께함께    안디안디안디안디옥옥옥옥으로으로으로으로    보보보보내기를내기를내기를내기를    가결하니가결하니가결하니가결하니    곧곧곧곧    형형형형제제제제    중에중에중에중에    인도자인인도자인인도자인인도자인    바사바바사바바사바바사바라라라라    하는하는하는하는    유다유다유다유다와와와와    실라실라실라실라더더더더라라라라....    그그그그    편편편편에에에에    편편편편지를지를지를지를    부부부부쳐쳐쳐쳐    이르되이르되이르되이르되    사도사도사도사도와와와와    장로된장로된장로된장로된    형형형형제들은제들은제들은제들은    안디안디안디안디옥옥옥옥과과과과    수리아수리아수리아수리아와와와와    길길길길리리리리기아에기아에기아에기아에    있는있는있는있는    이이이이방방방방인인인인    형형형형제들에게제들에게제들에게제들에게    문안하문안하문안하문안하노노노노라라라라....    교회에서의교회에서의교회에서의교회에서의    지도적인지도적인지도적인지도적인    지위지위지위지위(Headship)(Headship)(Headship)(Headship)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그러나 각 지역 교회에는 머리 되신 예수님 권위 하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지도적인 지위가 있었습니다. 이 지도적인 지위는 다른 장로들과 함께 잘 다스리며, 성도들을 준비시켜 사역하도록 역할을 수행하던 지도 장로에게서 발견되었습니다. 
� 신신신신약약약약의의의의 모모모모형형형형 교회정치에 관련한 우리의 전통적인 모형은 신약의 모형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우리의 모형을 변화시키기 위해 조치를 강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분의 교회를 위해 5 중 사역을 우리 세대 가운데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 갈등갈등갈등갈등 없없없없는는는는 변화변화변화변화 우리가 이 계시를 받을 때, 우리는 반드시 있어야 할 이러한 변화들을 시도하기 앞서 이 계시가 지역 교회에 의해 수용될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갈등과 분쟁의 가능성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 정치와 관련된 결정들은 그 지역 교회의 장로들과 지도 장로들  과 더불어 그 교회의 사도(기초를 놓은 자)로 인정되는 사람의 소관이 되어야만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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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칫 믿는 자들의 모임에 분열을 야기시킬 수 있는 문제 거리(an issue)가 되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장로들의장로들의장로들의장로들의    자격조건자격조건자격조건자격조건                                                                                                                                                                                                                                장로들은 결코 전체 회중에 의해 뽑혀서는 아니 됩니다. 장로들은 하나님과 사도들에 의해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자격 조건들에 대한 목록은 어떤 특정한 한 개인을 장로로 임명하기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고려할 때, 사도들과 장로들 자신들이 사용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나 혹은 5 중 사역자 중의 한 사람으로 선택한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이미 제정하신 자격 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할 것입니다. 자격 조건들에 대한 목록은 다음 성경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와디모데전서와디모데전서와디모데전서와    디도서디도서디도서디도서    딤딤딤딤전전전전 3:1~7  3:1~7  3:1~7  3:1~7 미쁘미쁘미쁘미쁘다다다다    이이이이    말이여말이여말이여말이여: : : : 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감독감독감독감독의의의의    직분을직분을직분을직분을    얻얻얻얻으려으려으려으려    하하하하면면면면    선한선한선한선한    일을일을일을일을    사모한다사모한다사모한다사모한다    함이로다함이로다함이로다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딛딛딛딛 1:6~ 1:6~ 1:6~ 1:6~9999    책망책망책망책망할할할할    것이것이것이것이    없없없없고고고고, , , , 한한한한    아내의아내의아내의아내의    남남남남편편편편이며이며이며이며, , , , 방탕방탕방탕방탕하다하다하다하다    하는하는하는하는    비방비방비방비방이나이나이나이나    불불불불순종순종순종순종하는하는하는하는    일이일이일이일이    없없없없는는는는    믿는믿는믿는믿는    자자자자녀녀녀녀를를를를    둔둔둔둔    자라야자라야자라야자라야    할지라할지라할지라할지라. . . . 감독감독감독감독은은은은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청청청청지기지기지기지기로서로서로서로서    책망책망책망책망할할할할    것이것이것이것이    없없없없고고고고, , , , 제제제제    고고고고집집집집대로대로대로대로    하지하지하지하지    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 , , , 급급급급히히히히    분내지분내지분내지분내지    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 , , , 술을술을술을술을    즐즐즐즐기지기지기지기지    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 , , , 구구구구타타타타하지하지하지하지    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 , , , 더더더더러러러러운운운운    이를이를이를이를    탐탐탐탐하지하지하지하지    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 , , , 오오오오직직직직    나그나그나그나그네네네네를를를를    대대대대접접접접하며하며하며하며, , , , 선을선을선을선을    좋아하며좋아하며좋아하며좋아하며, , , , 근근근근신하며신하며신하며신하며, , , , 의로우며의로우며의로우며의로우며, , , , 거거거거룩룩룩룩하며하며하며하며, , , , 절절절절제제제제하며하며하며하며, , , , 미쁜미쁜미쁜미쁜    말씀의말씀의말씀의말씀의    가르가르가르가르침침침침을을을을    그대로그대로그대로그대로    지켜야지켜야지켜야지켜야    하리니하리니하리니하리니    이는이는이는이는    능히능히능히능히    바른바른바른바른    교훈으로교훈으로교훈으로교훈으로    권권권권면면면면하고하고하고하고    거스려거스려거스려거스려    말하는말하는말하는말하는    자들을자들을자들을자들을    책망책망책망책망하게하게하게하게    하려하려하려하려    함이라함이라함이라함이라....    이들 자격 조건들은 3가지 범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사사사사((((私私私私) ) ) ) 생활에서생활에서생활에서생활에서    바울에 의하면,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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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제하며 근신하며 단정하며 (역자 주: 개역성경에는 ‘아담하며’로)  관용을 베풀며 의로운 사람  이러한 사람은 장로가 될 수 없습니다: 술을 즐기며 돈을 사랑하거나 다투기를 잘하며 욕심이 많거나 제 고집대로 하며 거만하거나 폭력적이며 급히 분내며 정직하지 않은 이(利)를 탐하는 사람 가정가정가정가정    생활에생활에생활에생활에    있어서있어서있어서있어서    가정 생활에 있어서 장로는 반드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하며 나그네를 대접 잘하며 자신의 가정을 잘 다스리며 적절한 존경심으로 자신에게 순종하는 자녀를 두어야 하며 방탕하다 하는 비방이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사람 영적영적영적영적    생활에생활에생활에생활에    있어서있어서있어서있어서    영적 생활에 있어서 장로는 반드시 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칠 수 있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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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그네를 대접 잘하며 새로 입교한(=최근에 회심한) 자가 아니어야 하며 외인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가진 자라야 하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키는 사람 
장로들의장로들의장로들의장로들의    사역사역사역사역(Ministry)                                                  (Ministry)                                                  (Ministry)                                                  (Ministry)                                                      다스리는다스리는다스리는다스리는    일일일일    히히히히 13:17  13:17  13:17  13:17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다스리는다스리는다스리는다스리는((((역자역자역자역자    주주주주: : : : 개역개역개역개역    성경에는성경에는성경에는성경에는    ‘‘‘‘인도하는인도하는인도하는인도하는’’’’으로으로으로으로    번번번번역되역되역되역되어어어어    있음있음있음있음) ) ) ) 자들에게자들에게자들에게자들에게    순종순종순종순종하고하고하고하고    복복복복종종종종하라하라하라하라    저희는저희는저희는저희는    너희너희너희너희    영혼영혼영혼영혼을을을을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경성하기를경성하기를경성하기를경성하기를    자기가자기가자기가자기가    회계할회계할회계할회계할    자인자인자인자인    것것것것같이같이같이같이    하느니라하느니라하느니라하느니라    저희로저희로저희로저희로    하여금하여금하여금하여금    즐즐즐즐거움으로거움으로거움으로거움으로    이것을이것을이것을이것을    하게하게하게하게    하고하고하고하고    근근근근심으로심으로심으로심으로    하게하게하게하게    말라말라말라말라    그그그그렇렇렇렇지지지지    않으않으않으않으면면면면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유유유유익익익익이이이이    없없없없느니라느니라느니라느니라....    살살살살전전전전 5:12~13a  5:12~13a  5:12~13a  5:12~13a 형형형형제들아제들아제들아제들아, , , ,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구하구하구하구하노노노노니니니니    너희너희너희너희    가가가가운운운운데서데서데서데서    수고하고수고하고수고하고수고하고    주주주주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다스리며다스리며다스리며다스리며    권하는권하는권하는권하는    자들을자들을자들을자들을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알알알알고고고고    저의저의저의저의    역사로역사로역사로역사로    말말말말미암미암미암미암아아아아    사랑사랑사랑사랑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가장가장가장가장    귀귀귀귀히히히히    여기며여기며여기며여기며…………    가르치는가르치는가르치는가르치는    일일일일    딤후 2:2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양들을양들을양들을양들을    치는치는치는치는    일일일일    ––––     감독하는감독하는감독하는감독하는    일일일일    행행행행 20:28  20:28  20:28  20:28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자기를자기를자기를자기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또는또는또는또는    온온온온    양양양양    떼떼떼떼를를를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삼삼삼삼가라가라가라가라    성성성성령령령령이이이이    저들저들저들저들    가가가가운운운운데데데데    너희로너희로너희로너희로    감독감독감독감독자를자를자를자를    삼삼삼삼고고고고    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    자기자기자기자기    피피피피로로로로    사신사신사신사신    교회를교회를교회를교회를    치게치게치게치게    하셨느니하셨느니하셨느니하셨느니라라라라....    벧벧벧벧전전전전 5:2a  5:2a  5:2a  5:2a 너희너희너희너희    중에중에중에중에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양양양양    무무무무리를리를리를리를 ( ( ( (감독감독감독감독자로서자로서자로서자로서) ) ) ) 치되치되치되치되    부부부부득득득득이함으이함으이함으이함으로로로로    하지하지하지하지    말고말고말고말고…………    
5555 중중중중    사역을사역을사역을사역을    받아받아받아받아    들임들임들임들임                                                                                                                                                                                                                    올바로올바로올바로올바로    인식하고인식하고인식하고인식하고    받아받아받아받아    들여라들여라들여라들여라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그리고 교사’라는 말이 경칭(titles)이 아니라면, 그들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인식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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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 사역자 직임이 있는 사람은 그가 하는 일과 그의 사역 은사로 인해 인식되어 지고, 받아 들여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받아 들일 때, 우리는 또한 그들 사역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 주신 사역 은사(역자 주: 5 중 사역자들)를 올바로 인식하고 받아 들이는데 실패한다면,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바대로 자라고, 성숙하며, 사역을 위해 온전해 지는데 실패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마마마마 10:41  10:41  10:41  10:41 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    이이이이름름름름으로으로으로으로    선지자를선지자를선지자를선지자를    영접영접영접영접하는하는하는하는    자는자는자는자는    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    상을상을상을상을    받을받을받을받을    것것것것이요이요이요이요    의인의의인의의인의의인의    이이이이름름름름으로으로으로으로    의인을의인을의인을의인을    영접영접영접영접하는하는하는하는    자는자는자는자는    의인의의인의의인의의인의    상을상을상을상을    받을받을받을받을    것이요것이요것이요것이요....    재정과재정과재정과재정과    고소고소고소고소    우리는 지역 교회에서 장로로서 5 중 사역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나 그 지역 교회를 떠나 보내심을 받고 사역 여행을 하는 사람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존경한다는 이 말 속에는 그들의 육체적인 필요가 채워지며, 재정적으로 축복 받도록 돌보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말 속에는 두 세 사람의 증인이 없는 한, 그들을 비난하는 고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딤딤딤딤전전전전 5:17  5:17  5:17  5:17 잘잘잘잘    다스리는다스리는다스리는다스리는    장로들을장로들을장로들을장로들을    배배배배나나나나    존존존존경할경할경할경할    자로자로자로자로    알알알알되되되되    말씀과말씀과말씀과말씀과    가르가르가르가르침침침침에에에에    수수수수고하는고하는고하는고하는    이들을이들을이들을이들을    더더더더할할할할    것이니라것이니라것이니라것이니라....    장로들은 동기가 돈 때문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기꺼이 섬겨야 합니다. 벧벧벧벧전전전전 5:2  5:2  5:2  5:2 너희너희너희너희    중에중에중에중에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양양양양    무무무무리를리를리를리를    치되치되치되치되    부부부부득득득득이함으로이함으로이함으로이함으로    하지하지하지하지    말고말고말고말고    오직오직오직오직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뜻뜻뜻뜻을을을을    좇좇좇좇아아아아    자자자자원원원원함으함으함으함으로로로로    하며하며하며하며    더더더더러러러러운운운운    이를이를이를이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하지하지하지하지    말고말고말고말고    오오오오직직직직    즐즐즐즐거거거거운운운운    뜻뜻뜻뜻으로으로으로으로    하며하며하며하며…………    형제로서형제로서형제로서형제로서    받아받아받아받아    들여라들여라들여라들여라    우리는 예수님의 때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호칭을 아첨용으로 사용하면서 서로 서로를 영접해서는 아니 됩니다.  
� 호칭호칭호칭호칭으로으로으로으로 아아아아첨첨첨첨함함함함 마마마마 23:6~12  23:6~12  23:6~12  23:6~12 잔잔잔잔치의치의치의치의    상상상상석석석석과과과과    회당의회당의회당의회당의    상상상상좌와좌와좌와좌와    시장에서시장에서시장에서시장에서    문안문안문안문안    받는받는받는받는    것과것과것과것과    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    ‘‘‘‘랍비랍비랍비랍비’’’’라라라라    칭칭칭칭함을함을함을함을    받는받는받는받는    것을것을것을것을    좋아하느니라좋아하느니라좋아하느니라좋아하느니라    그러나그러나그러나그러나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랍비랍비랍비랍비’’’’라라라라    칭칭칭칭함을함을함을함을    받지받지받지받지    말라말라말라말라;;;;    너희너희너희너희    선생은선생은선생은선생은    하나이요하나이요하나이요하나이요, , , ,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다다다다    형형형형제니라제니라제니라제니라. . . . 땅에땅에땅에땅에    있는있는있는있는    자를자를자를자를    ‘‘‘‘아아아아비비비비’’’’라라라라    하지하지하지하지    말라말라말라말라;;;;    너희너희너희너희    아버지는아버지는아버지는아버지는    하나이시니하나이시니하나이시니하나이시니    곧곧곧곧    하늘에하늘에하늘에하늘에    계신계신계신계신    자시니라자시니라자시니라자시니라    또한또한또한또한    지도자라지도자라지도자라지도자라    칭칭칭칭함을함을함을함을    받지받지받지받지    말라말라말라말라;;;;    너희너희너희너희    지도자는지도자는지도자는지도자는    하나이니하나이니하나이니하나이니    곧곧곧곧    그리스도니라그리스도니라그리스도니라그리스도니라. . . . 너희너희너희너희    중에중에중에중에    큰큰큰큰    자는자는자는자는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섬섬섬섬기는기는기는기는    자가자가자가자가    되어야되어야되어야되어야    하리라하리라하리라하리라. . . . 누누누누구든지구든지구든지구든지    자기를자기를자기를자기를    높높높높이는이는이는이는    자자자자는는는는    낮낮낮낮아지고아지고아지고아지고, , , , 누누누누구든지구든지구든지구든지    자기를자기를자기를자기를    낮추낮추낮추낮추는는는는    자는자는자는자는    높높높높아지리라아지리라아지리라아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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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모두모두모두 형형형형제제제제 우리가 서로 서로를 부를 때 사용하는 Reverend(역자 주: ‘목사’를 이렇게 부름), 박사님, 선생님, 아버지 혹은 목사님(Pastor) 이라는 호칭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너희 모두는 다 형제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당신의 이름으로 통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서로 서로에게 종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예수님께서는예수님께서는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제자들을제자들을제자들을    형제라고형제라고형제라고형제라고    부르셨습니다부르셨습니다부르셨습니다부르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여인들에게 자신의 형제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요요요 20:17  20:17  20:17  20:17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이르시되이르시되이르시되이르시되, , , , ““““나를나를나를나를    만지지만지지만지지만지지    말라말라말라말라, , , , 내가내가내가내가    아직아직아직아직    아버지께로아버지께로아버지께로아버지께로    올올올올라가지라가지라가지라가지    못하였못하였못하였못하였노노노노라라라라;;;;    너는너는너는너는    내내내내    형형형형제들에게제들에게제들에게제들에게    가서가서가서가서    이르되이르되이르되이르되, , , , ‘‘‘‘내가내가내가내가    내내내내    아버지아버지아버지아버지, , , , 곧곧곧곧    너희너희너희너희    아버지아버지아버지아버지    내내내내    하하하하나님나님나님나님    곧곧곧곧    너희너희너희너희    하나님께로하나님께로하나님께로하나님께로    올라간다올라간다올라간다올라간다    하라하라하라하라....’”’”’”’”    하신대하신대하신대하신대    히히히히 2:11~12  2:11~12  2:11~12  2:11~12 거거거거룩룩룩룩하게하게하게하게    하시는하시는하시는하시는    자자자자와와와와    거거거거룩룩룩룩하게하게하게하게    함을함을함을함을    입은입은입은입은    자들이자들이자들이자들이    다다다다    하나에서하나에서하나에서하나에서    난난난난지라지라지라지라    그러그러그러그러므므므므로로로로    형형형형제라제라제라제라    부르시기를부르시기를부르시기를부르시기를    부부부부끄끄끄끄러러러러워워워워    아니하시고아니하시고아니하시고아니하시고    이르시되이르시되이르시되이르시되, , , , ““““내가내가내가내가    주주주주의의의의    이이이이름름름름을을을을    내내내내    형형형형제들에게제들에게제들에게제들에게    선선선선포포포포하고하고하고하고    내가내가내가내가    주를주를주를주를    교회교회교회교회    중에서중에서중에서중에서    찬찬찬찬송하리라송하리라송하리라송하리라....””””    하하하하셨으며셨으며셨으며셨으며    바울바울바울바울    바울은 자신의 이름으로 서신을 시작했습니다. 즉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Paul, an apostle of Jesus Christ)”라 했지 결코 “사도 바울(The Apostle Paul)” 이라고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베드로베드로베드로    베드로는 바울을 ‘형제’라고 지칭했습니다. 벧후벧후벧후벧후 3:15  3:15  3:15  3:15 또또또또    우리우리우리우리    주의주의주의주의    오오오오래래래래    참으심이참으심이참으심이참으심이    구구구구원원원원이이이이    될될될될    줄줄줄줄로로로로    여기라여기라여기라여기라    우리우리우리우리    사랑하는사랑하는사랑하는사랑하는    ‘‘‘‘형형형형제제제제’’’’    바울도바울도바울도바울도    그그그그    받은받은받은받은    지지지지혜혜혜혜대로대로대로대로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이같이이같이이같이이같이    썼썼썼썼고고고고…………    아나니아아나니아아나니아아나니아    아나니아는 사울을 형제라고 불렀습니다. 행행행행    9999:17 :17 :17 :17 아나니아가아나니아가아나니아가아나니아가    떠나떠나떠나떠나    그그그그    집집집집에에에에    들어가서들어가서들어가서들어가서    그에게그에게그에게그에게    안수하여안수하여안수하여안수하여    가로되가로되가로되가로되, , , , ““““형형형형제제제제    사울아사울아사울아사울아, , , , 주주주주    곧곧곧곧    네네네네가가가가    오는오는오는오는    길길길길에서에서에서에서    나나나나타타타타나시던나시던나시던나시던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나를나를나를나를    보보보보내어내어내어내어    너로너로너로너로    다시다시다시다시    보보보보게게게게    하시고하시고하시고하시고    성성성성령령령령으로으로으로으로    충만하게충만하게충만하게충만하게    하신다하신다하신다하신다....””””    하니하니하니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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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    직임을직임을직임을직임을    존경하라존경하라존경하라존경하라    우리가 서로 서로를 부를 때, 분명 추켜세우는 호칭을 사용하지 않아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장로로 부르신 각 사람을 여전히 존경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5 중 사역 은사의 한 사람으로 역할을 수행하도록 교회에 주신 그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하며, 존경심으로 그들을 영접해야 합니다. 마마마마 10:40  10:40  10:40  10:40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영접영접영접영접하는하는하는하는    자는자는자는자는    나를나를나를나를    영접영접영접영접하는하는하는하는    것이요것이요것이요것이요, , , , 나를나를나를나를    영접영접영접영접하는하는하는하는    자는자는자는자는    나나나나    보보보보내신내신내신내신    이를이를이를이를    영영영영접접접접하는하는하는하는    것이니라것이니라것이니라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는 다 형제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와 동시에 5중 사역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각 사람을 올바로 인식해야 하며, 존경심을 갖고 영접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우리 목사님을 “형제 야고보”로 부르기로 선택한다면, 그와 동시에 우리는 그를 우리의 목사로 인식해야 하며, 목사로 존경해야 합니다. 분명 이 원리는 5 중 사역 은사를 소유한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호칭을 추구하는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단순히 “복음 사역자들”로 알려 질 수 있습니다. 
문문문문    제제제제                                                                                                                                                                                                                                                                                1 지역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2가지 직분이 무엇입니까?    2 우리는 성경을 통해 장로(elders), 감독(overseers), 비숍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음을 발견합니까?    3 신약 교회에서 장로가 하는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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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3  3  3  3 과과과과    
사도의사도의사도의사도의 사역사역사역사역 고전고전고전고전 12:28  12:28  12:28  12:28 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    교회교회교회교회    중에중에중에중에    몇을몇을몇을몇을    세우셨으니세우셨으니세우셨으니세우셨으니    첫째는첫째는첫째는첫째는    사도요사도요사도요사도요    둘째는둘째는둘째는둘째는    선지자요선지자요선지자요선지자요    세째는세째는세째는세째는    교사요교사요교사요교사요    그그그그    다음은다음은다음은다음은    능능능능력력력력이요이요이요이요    그그그그    다음은다음은다음은다음은    병병병병    고치는고치는고치는고치는    은사은사은사은사와와와와    서로서로서로서로    돕돕돕돕는는는는    것과것과것과것과    다스리는다스리는다스리는다스리는    것과것과것과것과    각각각각종종종종    방언방언방언방언을을을을    하는하는하는하는    것이라것이라것이라것이라....    엡엡엡엡 4:11  4:11  4:11  4:11 그가그가그가그가    혹은혹은혹은혹은    사도로사도로사도로사도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선지자로선지자로선지자로선지자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복음복음복음복음    전하는전하는전하는전하는    자로자로자로자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목목목목사사사사와와와와    교사로교사로교사로교사로    주셨으니주셨으니주셨으니주셨으니…………    

서서서서    론론론론                                                                                                                                                                                                                                                                            정정정정의의의의    사도는 하나님 말씀의 견고한 기초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권위를 가지고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사도는 기초적인 교리(doctrines)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실용적인 가르침으로 현존하는 교회를 강화시킵니다. 그는 담대함과 권위로 그리고 성령에 의한 계시적 지식으로 사역할 것입니다. 사도는 모든 사역 은사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모든 성령의 은사들을 발휘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사귐으로부터 사역할 것이며, 사역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과 “아버지”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기사와 표적 그리고 병 고침의 기적이 지속적으로 그의 사역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느 일정한 교회들과 다른 사역들 간에 관계성을 맺어주시기에, 사도의 사역 은사는 올바로 인식되어 지며, 받아들여 질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적인 조직체간에 맺어지는 관계나 통치가 아닌 것입니다. 앞서 말한 그 같은 영적인 관계성을 통해, 사도들은 다스리며, 어떤 필요한 훈육과 책임성, 안정성을 믿는 자들의 삶이나 사역 그리고 교회에 가져 다 주며, 마귀의 속임으로 부터 교회와 개인의 삶과 사역을 보호해 줍니다. 사도는 어떤 믿는 자들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증하며, 장로로 임명하여 기름 붓고, 사역 은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에 종사하도록 선지자 사역과 아주 가까이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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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안수함으로 성령의 은사를 나누어 주며, 믿는 자들이 성령의 은사들을 활용하도록 그들을 풀어 놓아 줄 것입니다.  사도는 권위를 가지고 사역하며,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을 파송한 다른 사도들과 장로들에 대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사도사도사도사도””””라는라는라는라는    단어의단어의단어의단어의    어원어원어원어원((((語原語原語原語原))))    헬라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는 고전 헬라 세계에서 밀사(密使)나 대사(大使)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새로운 식민지 개척을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은 함대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함대를 취역시키거나, 통솔하던 해군 제독을 가르킬 때 사용되었고, 이미 정착된 새로운 식민지를 지칭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아포슬(apostle)”이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이가 파송한 사람들에 대해 충성스러운(faithflul) 관계를 견지해야 하며, 보내심을 받은 목적과 임무에 대해서도 충성해야 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히히히히 3: 1~2  3: 1~2  3: 1~2  3: 1~2 그러그러그러그러므므므므로로로로    함께함께함께함께    하늘의하늘의하늘의하늘의    부르심을부르심을부르심을부르심을    입은입은입은입은    거거거거룩룩룩룩한한한한    형형형형제들아제들아제들아제들아    우리의우리의우리의우리의    믿는믿는믿는믿는    도리의도리의도리의도리의    사도시며사도시며사도시며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대제사장이신대제사장이신대제사장이신    예수를예수를예수를예수를    깊깊깊깊이이이이    생각하라생각하라생각하라생각하라    저가저가저가저가    자기자기자기자기를를를를    세우신세우신세우신세우신    이이이이에게에게에게에게    충성충성충성충성(faithfl(faithfl(faithfl(faithfluuuul)l)l)l)하시기를하시기를하시기를하시기를    모세가모세가모세가모세가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온온온온    집집집집에서에서에서에서    한한한한    것과것과것과것과    같으니같으니같으니같으니....    사도는 그를 보낸 자의 연장선(extension)이며,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나타남(manifestation)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충성스럽게 나타내 보이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대(大) 사도이셨습니다. 히히히히 10:7  10:7  10:7  10:7 이에이에이에이에    내가내가내가내가    말하기를말하기를말하기를말하기를    하나님이여하나님이여하나님이여하나님이여    보보보보시시시시옵옵옵옵소서소서소서소서    두루마리두루마리두루마리두루마리    책책책책에에에에    나를나를나를나를    가리가리가리가리켜켜켜켜    기록한기록한기록한기록한    것과것과것과것과    같이같이같이같이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뜻뜻뜻뜻을을을을    행행행행하러하러하러하러    왔왔왔왔나이다나이다나이다나이다    하시니라하시니라하시니라하시니라....    
사도사도사도사도    사역의사역의사역의사역의    수준들수준들수준들수준들(levels)                                               (levels)                                               (levels)                                               (levels)                                                   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     대대대대((((大大大大) ) ) ) 사도사도사도사도    대(大) 사도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뜻대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바대로 행하셨을 뿐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은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었습니다. 대(大) 사도이신 예수님께서는 다른 모든 사도들이 본받고, 따라야 할 사역의 모형이 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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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히히히 3:1  3:1  3:1  3:1 그러그러그러그러므므므므로로로로    함께함께함께함께    하늘의하늘의하늘의하늘의    부르심을부르심을부르심을부르심을    입은입은입은입은    거거거거룩룩룩룩한한한한    형형형형제들아제들아제들아제들아    우리의우리의우리의우리의    믿는믿는믿는믿는    도도도도리의리의리의리의    사도시며사도시며사도시며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대제사장이신대제사장이신대제사장이신    예수를예수를예수를예수를    깊깊깊깊이이이이    생각하라생각하라생각하라생각하라…………    요요요요 5:30  5:30  5:30  5:30 내가내가내가내가    아아아아무무무무    것도것도것도것도    스스로스스로스스로스스로    할할할할    수수수수    없노없노없노없노라라라라    듣듣듣듣는는는는    대로대로대로대로    심심심심판판판판    하하하하노노노노니니니니    나는나는나는나는    나나나나의의의의    원원원원대로대로대로대로    하려하려하려하려    하지않고하지않고하지않고하지않고    나를나를나를나를    보보보보내신내신내신내신    이의이의이의이의    원원원원대로대로대로대로    하려는하려는하려는하려는    고로고로고로고로    내내내내    심심심심판판판판은은은은    의의의의로우니라로우니라로우니라로우니라....    요요요요 6:38  6:38  6:38  6:38 내가내가내가내가    하늘로서하늘로서하늘로서하늘로서    내려온내려온내려온내려온    것은것은것은것은    내내내내    뜻뜻뜻뜻을을을을    행하려행하려행하려행하려    함이함이함이함이    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열열열열    두두두두    사도들사도들사도들사도들    첫 열 두 사도들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고, 임명되었습니다. 요한 계시록에서 그들은 “어린 양의 열 두 사도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계계계계 21:14  21:14  21:14  21:14 그그그그    성에성에성에성에    성성성성곽곽곽곽은은은은    열열열열    두두두두    기기기기초석초석초석초석이이이이    있고있고있고있고 , , , ,그그그그    위에위에위에위에    어린어린어린어린    양양양양의의의의    십십십십이이이이    사도사도사도사도의의의의    열열열열    두두두두    이이이이름름름름이이이이    있있있있더더더더라라라라....    바울은 이 열 두 사도들을 “지극히 큰 사도들”이라고 지칭하였습니다. 고고고고후후후후 11:5  11:5  11:5  11:5 내가내가내가내가    지극히지극히지극히지극히    큰큰큰큰    사도들사도들사도들사도들보보보보다다다다    부부부부족족족족한한한한    것이것이것이것이    조금도조금도조금도조금도    없없없없는는는는    줄줄줄줄    생각하생각하생각하생각하노노노노라라라라....    신약신약신약신약    성경에성경에성경에성경에    나와나와나와나와    있는있는있는있는    사도들사도들사도들사도들    에베소서 4 장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 가신 후에도 계속해서 당신의 교회에 사도라는 사역 은사를 주시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 안안안안드드드드로니고로니고로니고로니고와와와와 유니아유니아유니아유니아 롬롬롬롬 16:7  16:7  16:7  16:7 내내내내    친척친척친척친척이요이요이요이요    나나나나와와와와    함께함께함께함께    갇혔갇혔갇혔갇혔던던던던    안안안안드드드드로니고로니고로니고로니고와와와와    유니아에게유니아에게유니아에게유니아에게    문안하라문안하라문안하라문안하라    저저저저희는희는희는희는    사도에게사도에게사도에게사도에게    유유유유명명명명히히히히    여여여여김김김김을을을을    받고받고받고받고    또한또한또한또한    나나나나보보보보다다다다    먼먼먼먼저저저저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는있는있는있는    자자자자라라라라....    
� 아아아아볼볼볼볼로로로로 고전고전고전고전 4:6,  4:6,  4:6,  4:6, 9999    형형형형제들아제들아제들아제들아    내가내가내가내가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이이이이    일에일에일에일에    나나나나와와와와    아아아아볼볼볼볼로를로를로를로를    가지고가지고가지고가지고    본본본본을을을을    보보보보였으니였으니였으니였으니    이는이는이는이는    너희로너희로너희로너희로    하여금하여금하여금하여금    기록한기록한기록한기록한    말씀말씀말씀말씀    밖밖밖밖에에에에    넘넘넘넘어어어어가지가지가지가지    말라말라말라말라    한한한한    것을것을것을것을    우우우우리에게서리에게서리에게서리에게서    배워배워배워배워    서로서로서로서로    대적하여대적하여대적하여대적하여    교만한교만한교만한교만한    마음을마음을마음을마음을    먹먹먹먹지지지지    말게말게말게말게    하려하려하려하려    함이라함이라함이라함이라    내가내가내가내가    생각생각생각생각건건건건대대대대    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    사도인사도인사도인사도인    우리를우리를우리를우리를    죽죽죽죽이기로이기로이기로이기로    작작작작정한정한정한정한    자자자자 이 미말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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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바바나바바나바바나바와와와와 바울바울바울바울 행행행행 14:4, 14  14:4, 14  14:4, 14  14:4, 14 그그그그    성내성내성내성내    무무무무리가리가리가리가    나나나나뉘뉘뉘뉘어어어어    유대인을유대인을유대인을유대인을    좇좇좇좇는는는는    자도자도자도자도    있고있고있고있고    두두두두    사도를사도를사도를사도를    좇좇좇좇는는는는    자도자도자도자도    있는지라있는지라있는지라있는지라....    두두두두    사도사도사도사도    바나바바나바바나바바나바와와와와    바울이바울이바울이바울이    듣듣듣듣고고고고    옷옷옷옷을을을을    찢찢찢찢고고고고    무무무무리리리리    가가가가운운운운데데데데    뛰뛰뛰뛰어어어어    들어가서들어가서들어가서들어가서    소리소리소리소리질질질질러러러러…………    
� 에바에바에바에바브브브브로디도로디도로디도로디도 빌빌빌빌 2:25  2:25  2:25  2:25 그러나그러나그러나그러나    에바에바에바에바브브브브로디도를로디도를로디도를로디도를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보보보보내는내는내는내는    것이것이것이것이    필필필필요한요한요한요한    줄줄줄줄로로로로    생각하생각하생각하생각하노노노노니니니니    그는그는그는그는    나의나의나의나의    형형형형제요제요제요제요    함께함께함께함께    수고하고수고하고수고하고수고하고    함께함께함께함께    군군군군사사사사    된된된된    자요자요자요자요    너희너희너희너희    사자로사자로사자로사자로    나의나의나의나의    쓸쓸쓸쓸    것을것을것을것을    돕돕돕돕는는는는    자라자라자라자라....    
� 야고야고야고야고보보보보, 주의주의주의주의 형형형형제제제제 갈갈갈갈 1:1 1:1 1:1 1:19999    주의주의주의주의    형형형형제제제제    야고야고야고야고보보보보    외외외외에에에에    다른다른다른다른    사도들을사도들을사도들을사도들을    보보보보지지지지    못하였못하였못하였못하였노노노노라라라라....    
� 맛맛맛맛디아디아디아디아 행행행행 1:26  1:26  1:26  1:26 제제제제비뽑비뽑비뽑비뽑아아아아    맛맛맛맛디아를디아를디아를디아를    얻얻얻얻으니으니으니으니    저가저가저가저가    열한열한열한열한    사도의사도의사도의사도의    수에수에수에수에    가입하니라가입하니라가입하니라가입하니라....    
� 실루아실루아실루아실루아노와노와노와노와 디모데디모데디모데디모데 살살살살전전전전 1:1  1:1  1:1  1:1 바울과바울과바울과바울과    실루아실루아실루아실루아노와노와노와노와    디모데는디모데는디모데는디모데는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    아버지아버지아버지아버지와와와와    주주주주    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안안안안에에에에    있는있는있는있는    데데데데살살살살로니가인의로니가인의로니가인의로니가인의    교회에교회에교회에교회에    편편편편지하지하지하지하노노노노니니니니: : : : 은은은은혜와혜와혜와혜와    평강평강평강평강이이이이    너희너희너희너희에게에게에게에게    있을지있을지있을지있을지어다어다어다어다....    살살살살전전전전 2:6  2:6  2:6  2:6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사도로사도로사도로사도로    능히능히능히능히    존존존존중할중할중할중할    터이나터이나터이나터이나    그러나그러나그러나그러나    너희에게든지너희에게든지너희에게든지너희에게든지    다른다른다른다른    이에게든지이에게든지이에게든지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사람에게는사람에게는사람에게는    영광영광영광영광을을을을    구치구치구치구치    아니하고아니하고아니하고아니하고    
� 디도디도디도디도 고고고고후후후후 8:23  8:23  8:23  8:23 디도로디도로디도로디도로    말하말하말하말하면면면면    나의나의나의나의    동동동동무무무무요요요요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위한위한위한위한    나의나의나의나의    동역자요동역자요동역자요동역자요    우리우리우리우리    형형형형제제제제들로들로들로들로    말하말하말하말하면면면면    여러여러여러여러    교회의교회의교회의교회의    사자들이요사자들이요사자들이요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영광영광영광영광이니라이니라이니라이니라....    오늘날의오늘날의오늘날의오늘날의    사도들사도들사도들사도들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뿐만 아니라 사도, 선지자를 포함하고 있는 승천 사역 은사(ascension ministry giftings)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 주신 것들입니다. 이들 승천 사역 은사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켜 “사역의 일을 할 수 있도록”(for the work of the ministry) 하기 위한 것이기에 교회 내에서 기능이 발휘되어야만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성숙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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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런 방식을 통해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즉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런 궁극적인 목표들이 그리스도 몸 안에서 아직 충만하게 성취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이 모든 사역 은사들은 오늘날에도 교회 내에서 작동되어져야 합니다. 선지자와 사도 사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도의사도의사도의사도의    자격자격자격자격    조건들조건들조건들조건들                                                                                                                                                                                                                        장로장로장로장로    모든 사도들은 교회에서 장로이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 3 장 1 절~7 절과 디도서 1 장 6 절~9 절(2 과, 장로들의 자격 조건들)에 기록된 대로 장로가 되기 위한 일반 자격 조건들을 분명히 만족시켜야만  합니다. 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의    마음과마음과마음과마음과    사랑사랑사랑사랑    사도는 또한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을 소유해야 합니다. 고전고전고전고전 4:15~16  4:15~16  4:15~16  4:15~16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일만일만일만일만    스승이스승이스승이스승이    있으되있으되있으되있으되    아아아아비비비비는는는는    많지많지많지많지    아니하니아니하니아니하니아니하니    그그그그리스도리스도리스도리스도    예수예수예수예수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복음으로써복음으로써복음으로써복음으로써    내가내가내가내가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낳았낳았낳았낳았음이라음이라음이라음이라    그러그러그러그러므므므므로로로로    내가내가내가내가    너희너희너희너희에게에게에게에게    권하권하권하권하노노노노니니니니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나를나를나를나를    본본본본받는받는받는받는    자자자자    되라되라되라되라....    고전고전고전고전 13:1, 4~7  13:1, 4~7  13:1, 4~7  13:1, 4~7 내가내가내가내가    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    방언방언방언방언과과과과    천사의천사의천사의천사의    말을말을말을말을    할지라도할지라도할지라도할지라도    사랑이사랑이사랑이사랑이    없없없없으으으으면면면면    소소소소리나는리나는리나는리나는    구리구리구리구리와와와와    울리는울리는울리는울리는    꽹꽹꽹꽹과리가과리가과리가과리가    되고되고되고되고        사랑은사랑은사랑은사랑은    오오오오래래래래    참고참고참고참고;;;;    사랑은사랑은사랑은사랑은    온유하며온유하며온유하며온유하며;;;;    투투투투기하는기하는기하는기하는    자가자가자가자가    되지되지되지되지    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    사랑은사랑은사랑은사랑은    자랑하지자랑하지자랑하지자랑하지    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    교만하지교만하지교만하지교만하지    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    무례무례무례무례히히히히    행치행치행치행치    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    자기의자기의자기의자기의    유유유유익익익익을을을을    구치구치구치구치    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    성내지성내지성내지성내지    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    악악악악한한한한    것을것을것을것을    생각지생각지생각지생각지    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    불의를불의를불의를불의를    기기기기뻐뻐뻐뻐하지하지하지하지    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 , , , 진리진리진리진리와와와와    함께함께함께함께    기기기기뻐뻐뻐뻐하고하고하고하고;;;;    모든모든모든모든    것을것을것을것을    참으며참으며참으며참으며, , , , 모든모든모든모든    것을것을것을것을    믿으믿으믿으믿으며며며며, , , , 모든모든모든모든    것을것을것을것을    바라며바라며바라며바라며, , , , 모든모든모든모든    것을것을것을것을    견견견견디느니라디느니라디느니라디느니라....    표적과표적과표적과표적과    기사와기사와기사와기사와    기적기적기적기적    사도에게는 그의 사역 가운데 계속적으로 표적과 기사와 기적이 따라 옵니다. 고고고고후후후후 12:12  12:12  12:12  12:12 사도의사도의사도의사도의    표된표된표된표된    것은것은것은것은    내가내가내가내가    너희너희너희너희    가가가가운운운운데서데서데서데서    모든모든모든모든    참음과참음과참음과참음과    표적과표적과표적과표적과    기사기사기사기사와와와와    능능능능력력력력을을을을    행한행한행한행한    것이라것이라것이라것이라....    행행행행 2:43  2:43  2:43  2:43 사람마다사람마다사람마다사람마다    두려두려두려두려워워워워하는데하는데하는데하는데    사도들로사도들로사도들로사도들로    인하여인하여인하여인하여    기사기사기사기사와와와와    표적이표적이표적이표적이    많이많이많이많이    나나나나타타타타나나나나니니니니    



~ 38 ~ 

겸손히겸손히겸손히겸손히    행함행함행함행함    사도는 겸손히 행해야 합니다. 살살살살전전전전 2:6~8  2:6~8  2:6~8  2:6~8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사도로사도로사도로사도로    능히능히능히능히    존존존존중할중할중할중할    터이나터이나터이나터이나    그러나그러나그러나그러나    너희에게든너희에게든너희에게든너희에게든지지지지    다른다른다른다른    이에게든지이에게든지이에게든지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사람에게는사람에게는사람에게는    영광영광영광영광을을을을    구치구치구치구치    아니하고아니하고아니하고아니하고    오직오직오직오직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너희너희너희너희    가가가가운운운운데서데서데서데서    유유유유순순순순한한한한    자자자자    되어되어되어되어    유모가유모가유모가유모가    자기자기자기자기    자자자자녀녀녀녀를를를를    기기기기름름름름과과과과    같이같이같이같이    하였으니하였으니하였으니하였으니,,,,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이같이이같이이같이이같이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사모하여사모하여사모하여사모하여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복음으로만복음으로만복음으로만복음으로만    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    우리우리우리우리    목숨목숨목숨목숨까지까지까지까지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주기를주기를주기를주기를    즐겨즐겨즐겨즐겨    함은함은함은함은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우리의우리의우리의우리의    사랑하는사랑하는사랑하는사랑하는    자자자자    됨됨됨됨이니라이니라이니라이니라....    고전고전고전고전 4: 4: 4: 4:9999~13 ~13 ~13 ~13 내가내가내가내가    생각생각생각생각건건건건대대대대    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    사도인사도인사도인사도인    우리를우리를우리를우리를    죽죽죽죽이기로이기로이기로이기로    작작작작정한정한정한정한    자같이자같이자같이자같이    미미미미말에말에말에말에    두셨으두셨으두셨으두셨으매매매매    우리는우리는우리는우리는    세계세계세계세계    곧곧곧곧    천사천사천사천사와와와와    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    구경거리가구경거리가구경거리가구경거리가    되되되되었노었노었노었노라라라라    우리우리우리우리는는는는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연고로연고로연고로연고로    미미미미련하되련하되련하되련하되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지지지지혜롭혜롭혜롭혜롭고고고고    우리는우리는우리는우리는    약약약약하되하되하되하되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강강강강하고하고하고하고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존귀존귀존귀존귀하되하되하되하되    우리는우리는우리는우리는    비비비비천하여천하여천하여천하여    바로바로바로바로    이이이이    시간까지시간까지시간까지시간까지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주리고주리고주리고주리고    목목목목마르며마르며마르며마르며    헐벗헐벗헐벗헐벗고고고고    매맞매맞매맞매맞으며으며으며으며    정정정정처처처처가가가가    없없없없고고고고    또또또또    수고하여수고하여수고하여수고하여    친친친친히히히히    손으로손으로손으로손으로    일을일을일을일을    하며하며하며하며    후욕후욕후욕후욕을을을을    당한당한당한당한즉즉즉즉    축축축축복하고복하고복하고복하고    핍박핍박핍박핍박을을을을    당한당한당한당한즉즉즉즉    참고참고참고참고    비방비방비방비방을을을을    당한당한당한당한즉즉즉즉    권권권권면면면면하니하니하니하니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지금까지지금까지지금까지지금까지    세상의세상의세상의세상의    더더더더러러러러운운운운    것과것과것과것과    만물의만물의만물의만물의    찌끼찌끼찌끼찌끼같같같같이이이이    되되되되었었었었도다도다도다도다....    권위권위권위권위    혹은혹은혹은혹은    권세권세권세권세    사도는 교회를 바로 잡고, 훈육(discipline)할 필요가 반드시 있을 때에는 권세를 가지고 기꺼이 말하며, 서신을 보내야 합니다. 고고고고후후후후 10:8~11  10:8~11  10:8~11  10:8~11 주께서주께서주께서주께서    주신주신주신주신    권세는권세는권세는권세는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파하려고파하려고파하려고파하려고    하신하신하신하신    것이것이것이것이    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세우려세우려세우려세우려고고고고    하신하신하신하신    것이니것이니것이니것이니    내가내가내가내가    이에이에이에이에    대하여대하여대하여대하여    지나치지나치지나치지나치게게게게    자랑하여도자랑하여도자랑하여도자랑하여도    부부부부끄럽끄럽끄럽끄럽지지지지    아니하리라아니하리라아니하리라아니하리라    이는이는이는이는    내가내가내가내가    편편편편지들로지들로지들로지들로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놀놀놀놀라게라게라게라게    하려는하려는하려는하려는    것같이것같이것같이것같이    생각지생각지생각지생각지    않게않게않게않게    함이니함이니함이니함이니    저희저희저희저희    말이말이말이말이    ““““그그그그    편편편편지들은지들은지들은지들은    중하고중하고중하고중하고    힘이힘이힘이힘이    있으나있으나있으나있으나    그그그그    몸으로몸으로몸으로몸으로    대할대할대할대할    때는때는때는때는    약약약약하고하고하고하고    말이말이말이말이    시시시시원원원원치치치치    않다않다않다않다....””””    하니하니하니하니    이이이이런런런런    사람은사람은사람은사람은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떠나떠나떠나떠나    있을있을있을있을    때에때에때에때에    편편편편지들로지들로지들로지들로    말하는말하는말하는말하는    자가자가자가자가    어떠한어떠한어떠한어떠한    자이자이자이자이면면면면    함께함께함께함께    있을있을있을있을    때에때에때에때에    행하는행하는행하는행하는    자도자도자도자도    그그그그와와와와    같은같은같은같은    자인자인자인자인줄줄줄줄    알알알알라라라라....    종된종된종된종된    마음마음마음마음(Servants Heart)(Servants Heart)(Servants Heart)(Servants Heart)    사도는 종된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랬던 것처럼, 고난과 핍박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마마마마 20: 28  20: 28  20: 28  20: 28 …………    인자가인자가인자가인자가    온온온온    것은것은것은것은    섬김섬김섬김섬김을을을을    받으려받으려받으려받으려    함이함이함이함이    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    도리어도리어도리어도리어    섬섬섬섬기려기려기려기려    하고하고하고하고    자기자기자기자기    목숨목숨목숨목숨을을을을    많은많은많은많은    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    대대대대속속속속물로물로물로물로    주려주려주려주려    함이니라함이니라함이니라함이니라....    롬롬롬롬 1:1  1:1  1:1  1:1 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종종종종    바울은바울은바울은바울은    사도로사도로사도로사도로    부르심을부르심을부르심을부르심을    받아받아받아받아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복음을복음을복음을복음을    위위위위하여하여하여하여    택정함을택정함을택정함을택정함을    입입입입었었었었으니으니으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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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고고후후후후 11:23~28  11:23~28  11:23~28  11:23~28 저희가저희가저희가저희가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일일일일군군군군이이이이냐냐냐냐????    정신정신정신정신    없없없없는는는는    말을말을말을말을    하거니하거니하거니하거니와와와와    나도나도나도나도    더욱더욱더욱더욱    그러하도다그러하도다그러하도다그러하도다: : : : 내가내가내가내가    수고를수고를수고를수고를    넘넘넘넘치도록치도록치도록치도록    하고하고하고하고, , , , 옥옥옥옥에에에에    갇갇갇갇히기도히기도히기도히기도    더더더더    많이많이많이많이    하고하고하고하고, , , , 매매매매도도도도    수수수수없없없없이이이이    맞맞맞맞고고고고, , , , 여러여러여러여러    번번번번    죽죽죽죽을을을을    뻔뻔뻔뻔하였으니하였으니하였으니하였으니, , , , 유유유유대인들에게대인들에게대인들에게대인들에게    사사사사십십십십에에에에    하나하나하나하나    감감감감한한한한    매매매매를를를를    다다다다섯섯섯섯    번번번번    맞았맞았맞았맞았으며으며으며으며, , , , 세세세세    번번번번    태태태태장으로장으로장으로장으로    맞맞맞맞고고고고;;;;    한한한한    번번번번    돌돌돌돌로로로로    맞맞맞맞고고고고;;;;    세세세세    번번번번    파선파선파선파선하는데하는데하는데하는데    일일일일    주야를주야를주야를주야를    깊깊깊깊음에서음에서음에서음에서    지지지지냈냈냈냈으며으며으며으며;;;;    여러여러여러여러    번번번번    여행에여행에여행에여행에    강강강강의의의의    위위위위험험험험과과과과    강강강강도의도의도의도의    위위위위험험험험과과과과    동동동동족족족족의의의의    위위위위험험험험과과과과    이이이이방방방방인의인의인의인의    위위위위험험험험과과과과    시내의시내의시내의시내의    위위위위험험험험과과과과    광광광광야의야의야의야의    위위위위험험험험과과과과    바다의바다의바다의바다의    위위위위험험험험과과과과    거거거거짓짓짓짓    형형형형제제제제    중의중의중의중의    위위위위험험험험을을을을    당하고당하고당하고당하고, , , , 또또또또    수고하며수고하며수고하며수고하며    애애애애쓰쓰쓰쓰고고고고, , , , 여러여러여러여러    번번번번    자지자지자지자지    못하못하못하못하고고고고, , , , 주리며주리며주리며주리며    목목목목마르고마르고마르고마르고, , , , 여러여러여러여러    번번번번    굶굶굶굶고고고고, , , , 춥춥춥춥고고고고, , , , 헐벗었노헐벗었노헐벗었노헐벗었노라라라라. . . . 이이이이    외외외외의의의의    일은일은일은일은    고사하고사하고사하고사하고고고고, , , , 오히려오히려오히려오히려    날마다날마다날마다날마다    내내내내    속속속속에에에에    눌눌눌눌리는리는리는리는    일이일이일이일이    있으니있으니있으니있으니;;;;    곧곧곧곧    모든모든모든모든    교회를교회를교회를교회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염염염염려려려려하는하는하는하는    것이라것이라것이라것이라....    
사도의사도의사도의사도의    사역사역사역사역                                                                                                                                                                                                                                                        신약신약신약신약    교회를교회를교회를교회를    세움세움세움세움    사도는 복음을 전파하고, 새로운 교회와 사역을 설립하기 위해 성령에 순종하여, 지역 교회로부터 선교사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행행행행 13:2~3  13:2~3  13:2~3  13:2~3 주를주를주를주를    섬겨섬겨섬겨섬겨    금금금금식식식식할할할할    때에때에때에때에    성성성성령령령령이이이이    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 , , , ““““내가내가내가내가    불러불러불러불러    시키는시키는시키는시키는    일을일을일을일을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바나바바나바바나바바나바와와와와    사울을사울을사울을사울을    따따따따로로로로    세우라세우라세우라세우라....””””    하시니하시니하시니하시니    이에이에이에이에    금금금금식식식식하며하며하며하며    기도하고기도하고기도하고기도하고    두두두두    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    안수하여안수하여안수하여안수하여    보보보보내니라내니라내니라내니라....    터를터를터를터를    닦음닦음닦음닦음    선지자와 함께 사역하는 사도는 “지혜로운 건축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견고한 기초를 놓습니다. 이 바탕 위에 지역 교회가 세워질 것입니다.  사도의 사역은 우선적으로 건전한 가르침(doctrine) 위에 터를 닦고, 그 지역 교회에 견고한 지도자를 임명하여 세웁니다. 고전고전고전고전 3: 3: 3: 3:9999~15 ~15 ~15 ~15 우리는우리는우리는우리는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동역자들이요동역자들이요동역자들이요;;;;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밭밭밭밭이요이요이요이요, , , ,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의의의의    집집집집이니라이니라이니라이니라. . . . 내게내게내게내게    주신주신주신주신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의의의의    은은은은혜혜혜혜를를를를    따따따따라라라라    내가내가내가내가    지지지지혜혜혜혜로로로로운운운운    건축건축건축건축자자자자와와와와    같이같이같이같이    터를터를터를터를    닦닦닦닦아아아아    두두두두매매매매, , , , 다른다른다른다른    이가이가이가이가    그그그그    위에위에위에위에    세우나세우나세우나세우나    그러나그러나그러나그러나    각각각각각각각각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그그그그    위에위에위에위에    세우세우세우세우기를기를기를기를    조심할지니라조심할지니라조심할지니라조심할지니라    이이이이    닦닦닦닦아아아아    둔둔둔둔    것것것것    외외외외에에에에    능히능히능히능히    다른다른다른다른    터를터를터를터를    닦닦닦닦아아아아    둘둘둘둘    자가자가자가자가    없없없없으니으니으니으니    이이이이    터는터는터는터는    곧곧곧곧    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스도라그리스도라그리스도라그리스도라    만일만일만일만일    누누누누구든지구든지구든지구든지    금이나금이나금이나금이나    은이나은이나은이나은이나    보석보석보석보석이나이나이나이나    나나나나무무무무나나나나    풀풀풀풀이나이나이나이나    짚짚짚짚으로으로으로으로    이이이이    터터터터    위에위에위에위에    세우세우세우세우면면면면    각각각각각각각각    공력공력공력공력이이이이    나나나나타타타타날날날날    터인데터인데터인데터인데    그그그그    날이날이날이날이    공력공력공력공력을을을을    밝밝밝밝히리니히리니히리니히리니    이는이는이는이는    불로불로불로불로    나나나나타타타타내고내고내고내고    그그그그    불이불이불이불이    각각각각    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    공력공력공력공력이이이이    어떠한어떠한어떠한어떠한    것을것을것을것을    시시시시험험험험할할할할    것것것것임임임임이니라이니라이니라이니라    만일만일만일만일    누누누누구든지구든지구든지구든지    그그그그    위에위에위에위에    세세세세운운운운    공력공력공력공력이이이이    그대로그대로그대로그대로    있으있으있으있으면면면면    상을상을상을상을    받고받고받고받고    누누누누구든지구든지구든지구든지    공력공력공력공력이이이이    불불불불타면타면타면타면    해를해를해를해를    받으리니받으리니받으리니받으리니    그러나그러나그러나그러나    자기는자기는자기는자기는    구구구구원원원원을을을을    얻얻얻얻되되되되    불불불불    가가가가운운운운데서데서데서데서    얻얻얻얻은은은은    것것것것    같으리라같으리라같으리라같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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롬롬롬롬 15:20  15:20  15:20  15:20 또또또또    내가내가내가내가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이이이이름름름름을을을을    부르는부르는부르는부르는    곳에는곳에는곳에는곳에는    복음을복음을복음을복음을    전하지전하지전하지전하지    않기로않기로않기로않기로    힘힘힘힘썼노썼노썼노썼노니니니니    이는이는이는이는    남의남의남의남의    터터터터    위에위에위에위에    건축건축건축건축하지하지하지하지    아니하려아니하려아니하려아니하려    함이라함이라함이라함이라…………    고전고전고전고전    9999:1~2 :1~2 :1~2 :1~2 내가내가내가내가    자유자가자유자가자유자가자유자가    아니아니아니아니냐냐냐냐????    사도가사도가사도가사도가    아니아니아니아니냐냐냐냐????    예수예수예수예수    우리우리우리우리    주를주를주를주를    보보보보지지지지    못하못하못하못하였느였느였느였느냐냐냐냐????    주주주주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행한행한행한행한    나의나의나의나의    일이일이일이일이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아니아니아니아니냐냐냐냐????    다른다른다른다른    사람들에게는사람들에게는사람들에게는사람들에게는    내가내가내가내가    사도가사도가사도가사도가    아아아아닐닐닐닐지라도지라도지라도지라도, , , , 너희에게는너희에게는너희에게는너희에게는    사도니사도니사도니사도니    나의나의나의나의    사도사도사도사도    됨됨됨됨을을을을    주주주주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인인인인친친친친    것이것이것이것이    너희라너희라너희라너희라....    엡엡엡엡 2:20  2:20  2:20  2:20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사도들과사도들과사도들과사도들과    선지자들의선지자들의선지자들의선지자들의    터터터터    위에위에위에위에    세우심을세우심을세우심을세우심을    입은입은입은입은    자라자라자라자라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친친친친히히히히    모모모모퉁퉁퉁퉁이이이이    돌돌돌돌이이이이    되셨느니라되셨느니라되셨느니라되셨느니라…………    성경성경성경성경    학교를학교를학교를학교를    설립설립설립설립    사도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기적을 통한 복음 전파와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도록 훈련하기 위해 성경 학교를 설립합니다. 사도는 5 중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의 부르심을 올바로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그 사역을 위해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행행행행    11119999::::9999bbbb~11 ~11 ~11 ~11 …………바울이바울이바울이바울이    그들을그들을그들을그들을    떠나떠나떠나떠나    제자들을제자들을제자들을제자들을    따따따따로로로로    세우고세우고세우고세우고, , , , 두두두두란란란란노노노노    서서서서원원원원에서에서에서에서    날마다날마다날마다날마다    강론강론강론강론하여하여하여하여    이같이이같이이같이이같이    두두두두    해해해해    동안을동안을동안을동안을    하하하하매매매매    아시아에아시아에아시아에아시아에    사는사는사는사는    자는자는자는자는    유대인이나유대인이나유대인이나유대인이나    헬헬헬헬라인이나라인이나라인이나라인이나    다다다다    주의주의주의주의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듣더듣더듣더듣더라라라라    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    바울의바울의바울의바울의    손으로손으로손으로손으로    희한한희한한희한한희한한    능을능을능을능을    행하행하행하행하게게게게    하시니하시니하시니하시니…………    “날마다 두란노 서원에서” 바울의 가르침은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주의 말씀을 듣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자신과 꼭 같이 번식시켜 기적의 복음 전파로 그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도록 했습니다. 교회를교회를교회를교회를    강하게강하게강하게강하게    해해해해    존속하도록존속하도록존속하도록존속하도록    함함함함    우리가 신약 성경을 공부해 보면, 모든 사도들이 다 개척 교회를 세우는 것은 아니지만,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어진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모두가 다 돕고 있음을 목도하게 됩니다. 유유유유 1:3 1:3 1:3 1:3bbbb    …………성도에게성도에게성도에게성도에게    단단단단번번번번에에에에    주신주신주신주신    믿음의믿음의믿음의믿음의    도를도를도를도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힘써힘써힘써힘써    싸싸싸싸우라는우라는우라는우라는    편편편편지로지로지로지로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권하여야권하여야권하여야권하여야    할할할할    필필필필요를요를요를요를    느느느느꼈꼈꼈꼈노노노노니니니니    장로들을장로들을장로들을장로들을    안수하여안수하여안수하여안수하여    임명함임명함임명함임명함    사도들은 자신들이 세웠던 모든 지역 교회에 장로들을 택하여 임명합니다. 행행행행 14:23  14:23  14:23  14:23 각각각각    교회에서교회에서교회에서교회에서    장로들을장로들을장로들을장로들을    택하여택하여택하여택하여    금금금금식식식식    기도하며기도하며기도하며기도하며    저희를저희를저희를저희를    그그그그    믿은믿은믿은믿은    바바바바    주주주주께께께께    부탁하고부탁하고부탁하고부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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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사들을집사들을집사들을집사들을    승인하고승인하고승인하고승인하고    임명함임명함임명함임명함    사도들은 지역 교회의 성도들에 의해 집사로 뽑힌 사람들을 승인하며 임명합니다. 행행행행 6:1~6  6:1~6  6:1~6  6:1~6 그때에그때에그때에그때에    제자가제자가제자가제자가    더더더더    많아졌는데많아졌는데많아졌는데많아졌는데    헬헬헬헬라파라파라파라파    유대인들이유대인들이유대인들이유대인들이    자기의자기의자기의자기의    과부들이과부들이과부들이과부들이    그그그그    매매매매일일일일    구제에구제에구제에구제에    빠지빠지빠지빠지므므므므로로로로    히히히히브브브브리파리파리파리파    사람을사람을사람을사람을    원망원망원망원망한대한대한대한대    열열열열    두두두두    사도가사도가사도가사도가    모든모든모든모든    제자제자제자제자를를를를    불러불러불러불러    이르되이르되이르되이르되, , , ,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제제제제쳐놓쳐놓쳐놓쳐놓고고고고    공공공공궤궤궤궤((((供饋供饋供饋供饋))))를를를를    일일일일삼삼삼삼는는는는    것것것것이이이이    마땅치마땅치마땅치마땅치    아니하니아니하니아니하니아니하니    형형형형제들제들제들제들아아아아    너희너희너희너희    가가가가운운운운데서데서데서데서    성성성성령령령령과과과과    지지지지혜혜혜혜가가가가    충만하여충만하여충만하여충만하여    칭찬칭찬칭찬칭찬    듣듣듣듣는는는는    사람사람사람사람    일일일일곱곱곱곱을을을을    택하라택하라택하라택하라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이이이이    일을일을일을일을    저희에게저희에게저희에게저희에게    맡맡맡맡기고기고기고기고    우리는우리는우리는우리는    기도하는기도하는기도하는기도하는    것것것것과과과과    말씀말씀말씀말씀    전하는전하는전하는전하는    것을것을것을것을    전전전전무무무무((((專務專務專務專務))))하리라하리라하리라하리라....””””    하니하니하니하니    온온온온    무무무무리가리가리가리가    이이이이    말을말을말을말을    기기기기뻐뻐뻐뻐하여하여하여하여    믿음과믿음과믿음과믿음과    성성성성령령령령이이이이    충만한충만한충만한충만한    사람사람사람사람    스데스데스데스데반반반반과과과과    또또또또    빌빌빌빌립과립과립과립과    브브브브로고로로고로로고로로고로와와와와    니가니가니가니가노노노노르르르르와와와와    디디디디몬몬몬몬과과과과    바바바바메메메메나나나나와와와와    유대교에유대교에유대교에유대교에    입교한입교한입교한입교한    안디안디안디안디옥옥옥옥    사람사람사람사람    니니니니골골골골라를라를라를라를    택하여택하여택하여택하여    사도들사도들사도들사도들    앞에앞에앞에앞에    세우세우세우세우니니니니    사도들이사도들이사도들이사도들이    기도하고기도하고기도하고기도하고    그들에게그들에게그들에게그들에게    안수하니라안수하니라안수하니라안수하니라....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부르심을부르심을부르심을부르심을    확증함확증함확증함확증함    사도들은 선지자들과 함께 동역하여, 어떤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God’s call)을 확증합니다. 딤딤딤딤전전전전 :1:18  :1:18  :1:18  :1:18 아들아들아들아들    디모데야디모데야디모데야디모데야    내가내가내가내가    네네네네게게게게    이이이이    경계로써경계로써경계로써경계로써    명명명명하하하하노노노노니니니니    전에전에전에전에    너를너를너를너를    지도한지도한지도한지도한    예예예예언언언언을을을을    따따따따라라라라    그것으로그것으로그것으로그것으로    선한선한선한선한    싸싸싸싸움을움을움을움을    싸싸싸싸우며우며우며우며    성령의성령의성령의성령의    은사들을은사들을은사들을은사들을    전이전이전이전이    시켜시켜시켜시켜    줌줌줌줌(Impart)(Impart)(Impart)(Impart)    사도들은 일단의 장로들과 함께 안수 사역을 통해 성도들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나누어주며, 그리고 성도들이 그 은사들을 자유로이 발휘할 수 있도록 역할을 수행합니다. 딤후딤후딤후딤후 1:6  1:6  1:6  1:6 그러그러그러그러므므므므로로로로    내가내가내가내가    나의나의나의나의    안수함으로안수함으로안수함으로안수함으로    네네네네    속속속속에에에에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은은은은사를사를사를사를    다시다시다시다시    불불불불    일일일일듯듯듯듯    하게하게하게하게    하기하기하기하기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너로너로너로너로    생각하게생각하게생각하게생각하게    하하하하노노노노니니니니    롬롬롬롬 1:1  1:1  1:1  1:1 내가내가내가내가    너희너희너희너희    보보보보기를기를기를기를    심히심히심히심히    원원원원하는하는하는하는    것은것은것은것은    무무무무슨슨슨슨    신신신신령령령령한한한한    은사를은사를은사를은사를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나나나나눠눠눠눠    주어주어주어주어(im(im(im(imppppart) art) art) art)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견견견견고케고케고케고케    하려하려하려하려    함이니함이니함이니함이니    
사도를사도를사도를사도를    올바로올바로올바로올바로    인식함인식함인식함인식함                                                                                                                                                                                                                사도는 한 개인이나 혹은 일단(一團)의 사람들에 의해서 임명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 임명 받는 직분입니다. 사도직임이라는 사역은사는 그가 사역 대상으로 섬기는 사람들에 의해 올바로 인식 되며, 그들에 의해 받아 들여 질 것입니다. 사도라는 호칭(title)이나 어떤 조직체나 협회 혹은 지배 권력으로부터 그가 받은 직위 때문에 인식되고, 받아 들여 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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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코 강압정치(coercion)나 혹은 정치적인 구조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그런 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사도 직임을 가진 사역자가 사도로 받아들여 지는 이유는 어떤 지역 교회들에 속한 영적 지도자들과 성령 안에서 맺어 진 깊은 인격적인 관계성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새로새로새로    세운세운세운세운    교회들에교회들에교회들에교회들에    의해의해의해의해    이러한 관계성은 사도 자신이 직접 세운 교회들과 함께 공존할 것입니다. 사도 은사사역의 열매를 통해 그 당사자가 사도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며, 그의 사도 사역 은사가 확증될 것입니다. 교회들을교회들을교회들을교회들을    존속해존속해존속해존속해    함으로함으로함으로함으로    이뿐만 아니라, 사도 사역에 기초해서 설립하지 않았던 교회들이나 혹은 사망이나 무능력(incapacity) 또는 기타 다른 이유들로 인해 사도 직임을 가진 사람과 관계성을 잃어 버린 교회들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존속해 하는 사역을 통해 그의 사도 직임이 제시될 수 있습니다. 일치일치일치일치    사도와 이미 관계를 맺고, 그 사도의 권위 아래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지역 교회는 사역의 일을 하도록 성도들을 준비시키는데 다른 사도의 사역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른 사도들의 사역 또한 올바로 인식하며, 받아 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 다른 사도들은 그 특정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특정 교회의 그리스도 몸에서 초기 사도(the primary apostle)로 인식한 사도와 동일한 다스리는 권위를 갖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들 사도들은 그 지역 교회에서 사도라고 인식되어, 받아들여 진 초기의 사도(the primary apostle)와 완벽한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말하거나, 행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입니다. 확증된확증된확증된확증된    사역사역사역사역        
� 선지자에선지자에선지자에선지자에 의해의해의해의해 사도 직임이 모든 지역 교회로부터 올바로 인식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들 사도 사역 은사에 대한 임명은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 집니다. 그러나 어느 사도가 믿는 자들로 구성된 지역 교회에서 사도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도로 받아 들여 져야 하는 곳에서는 그의 사역 은사가 계시되며, 인식될 것입니다. 종종 하나님께서는 그 지역 교회의 장로들 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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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 확인을 통해서 혹은 선지자를 통해 작동하는 예언이라는 성령 은사를 통해 이를 말씀하시고 확증하십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 의해 사도로 인식되고,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고전고전고전고전    9999:1~3 :1~3 :1~3 :1~3 내가내가내가내가    자유자가자유자가자유자가자유자가    아니아니아니아니냐냐냐냐????    사도가사도가사도가사도가    아니아니아니아니냐냐냐냐????    예수예수예수예수    우리우리우리우리    주를주를주를주를    보보보보지지지지    못하못하못하못하였느였느였느였느냐냐냐냐????    주주주주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행한행한행한행한    나의나의나의나의    일이일이일이일이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아니아니아니아니냐냐냐냐????    다른다른다른다른    사람들에게는사람들에게는사람들에게는사람들에게는    내가내가내가내가    사도가사도가사도가사도가    아아아아닐닐닐닐지라도지라도지라도지라도    너희에게는너희에게는너희에게는너희에게는    사도니사도니사도니사도니, , , , 나의나의나의나의    사도사도사도사도    됨됨됨됨을을을을    주주주주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인인인인친친친친    것이것이것이것이    너희라너희라너희라너희라. . . . 나를나를나를나를    힐힐힐힐문하는문하는문하는문하는    자들에게자들에게자들에게자들에게    발명발명발명발명할할할할    것이것이것이것이    이것이니이것이니이것이니이것이니    사도 사역 은사는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장로들의 사역을 통해 이미 이것을 그 지역 교회에 확증하셨기 때문에, 파송(派送)하는 교회의 믿는 자들에 의해 올바로 인식 될 것입니다.  
� 본본본본인인인인 스스로스스로스스로스스로 사도는 본인이 자신의 사역 은사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거짓거짓거짓거짓    선지자들에선지자들에선지자들에선지자들에    대한대한대한대한    경고경고경고경고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이 사도라고 주장하지만, 실상은 거짓 교리를 가르치고,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에 대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고고고고후후후후 11:13  11:13  11:13  11:13 저저저저런런런런    사람들은사람들은사람들은사람들은    거거거거짓짓짓짓    사도요사도요사도요사도요, , , , 궤궤궤궤휼휼휼휼의의의의    역역역역군군군군이니이니이니이니, , , , 자기를자기를자기를자기를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사도로사도로사도로사도로    가장하는가장하는가장하는가장하는    자들이니라자들이니라자들이니라자들이니라....    계계계계 2:2  2:2  2:2  2:2 내가내가내가내가    네네네네    행위행위행위행위와와와와    수고수고수고수고와와와와    네네네네    인내를인내를인내를인내를    알알알알고고고고    또또또또    악악악악한한한한    자들을자들을자들을자들을    용납용납용납용납지지지지    아니한아니한아니한아니한    것과것과것과것과    자자자자칭칭칭칭    사도라사도라사도라사도라    하되하되하되하되    아아아아닌닌닌닌    자들을자들을자들을자들을    시시시시험험험험하여하여하여하여    그그그그    거거거거짓짓짓짓된된된된    것을것을것을것을    네네네네가가가가    드드드드러러러러낸낸낸낸    것것것것과과과과…………    
문문문문    제제제제                                                                                                                                                                                                                                                                                1 사도에 대해 간단한 정의를 내려 보십시오.    2 사도의 5가지 특별한 자격 조건들을 열거해 보십시오.    3 사도의 사역을 설명하십시오.   



~ 44 ~ 

제제제제 4  4  4  4 과과과과    

사도의사도의사도의사도의 사역사역사역사역(계속계속계속계속) 고전고전고전고전 12:28  12:28  12:28  12:28 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    교회교회교회교회    중에중에중에중에    몇을몇을몇을몇을    세우셨으니세우셨으니세우셨으니세우셨으니    첫째는첫째는첫째는첫째는    사도요사도요사도요사도요    둘째는둘째는둘째는둘째는    선지자요선지자요선지자요선지자요    세째는세째는세째는세째는    교사요교사요교사요교사요    그그그그    다음은다음은다음은다음은    능능능능력력력력이요이요이요이요    그그그그    다음은다음은다음은다음은    병병병병    고치는고치는고치는고치는    은사은사은사은사와와와와    서로서로서로서로    돕돕돕돕는는는는    것과것과것과것과    다스리는다스리는다스리는다스리는    것과것과것과것과    각각각각종종종종    방언방언방언방언을을을을    하는하는하는하는    것이라것이라것이라것이라....    엡엡엡엡 4:11  4:11  4:11  4:11 그가그가그가그가    혹은혹은혹은혹은    사도로사도로사도로사도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선지자로선지자로선지자로선지자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복음복음복음복음    전하는전하는전하는전하는    자로자로자로자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목목목목사사사사와와와와    교사로교사로교사로교사로    주셨으니주셨으니주셨으니주셨으니…………    
사도는사도는사도는사도는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사역하는가사역하는가사역하는가사역하는가                                                                                                                                                                                        담대함과담대함과담대함과담대함과    권위를권위를권위를권위를    가지고가지고가지고가지고    자신의 생명에 대한 박해와 위협을 맞닥뜨리더라도 사도는 강한 담대함과 권위로써 사역 합니다. 행행행행 4:2 4:2 4:2 4:29999~31 ~31 ~31 ~31 주여주여주여주여    이제도이제도이제도이제도    저희의저희의저희의저희의    위위위위협협협협함을함을함을함을    하하하하감감감감하하하하옵옵옵옵시고시고시고시고    또또또또    종종종종들로들로들로들로    하여금하여금하여금하여금    담담담담대히대히대히대히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의의의의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전하게전하게전하게전하게    하여하여하여하여    주주주주옵옵옵옵시며시며시며시며    손을손을손을손을    내밀어내밀어내밀어내밀어    병병병병을을을을    낫낫낫낫게게게게    하하하하옵옵옵옵시고시고시고시고    표적과표적과표적과표적과    기사가기사가기사가기사가    거거거거룩룩룩룩한한한한    종종종종    예수의예수의예수의예수의    이이이이름름름름으로으로으로으로    이루어지게이루어지게이루어지게이루어지게    하하하하옵옵옵옵소서소서소서소서    하하하하더더더더라라라라    빌빌빌빌기기기기를를를를    다하다하다하다하매매매매    모인모인모인모인    곳이곳이곳이곳이    진동하진동하진동하진동하더더더더니니니니    무무무무리가리가리가리가    다다다다    성성성성령령령령이이이이    충만하여충만하여충만하여충만하여    담담담담대히대히대히대히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전하니라전하니라전하니라전하니라....    구역 시대 때의 성경은 주로 선지자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신약 성경은 주로 사도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교회 시대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말하며 사역한 이들은 선지자들이 아니고 사도들이었습니다.  계시되는계시되는계시되는계시되는    지식지식지식지식(Revelatio(Revelatio(Revelatio(Revelationnnn----Knowledge)Knowledge)Knowledge)Knowledge)을을을을    가지고가지고가지고가지고    사도는 진리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이해와 계시되는 지식을 가지고 사역합니다. 갈갈갈갈 1:11  1:11  1:11  1:11 형형형형제들아제들아제들아제들아, , , , 내가내가내가내가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알알알알게게게게    하하하하노노노노니니니니    내가내가내가내가    전한전한전한전한    복음이복음이복음이복음이    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    뜻뜻뜻뜻을을을을    따따따따라라라라    된된된된    것이것이것이것이    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    엡엡엡엡 3:5  3:5  3:5  3:5 이제이제이제이제    그의그의그의그의    거거거거룩룩룩룩한한한한    사도들과사도들과사도들과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선지자들에게선지자들에게선지자들에게    성성성성령령령령으로으로으로으로    나나나나타타타타내신내신내신내신    것같이것같이것같이것같이    다른다른다른다른    세대에서는세대에서는세대에서는세대에서는    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    아들들에게아들들에게아들들에게아들들에게    알알알알게게게게    하지하지하지하지    아니하셨으니아니하셨으니아니하셨으니아니하셨으니… 모든모든모든모든    사역사역사역사역    은사들로은사들로은사들로은사들로    다른 모든 5 중 사역자들이 자신의 사역 은사에 부름을 받은 것처럼, 사도는 사도 사역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도는 사도라는 자신의 사역 은사가 인식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기 시작할 때까지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자신이 속한 지역 교회에서 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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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일을 하도록 보내심을 받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나 선지자로서 혹은 이들 모든 5 중 사역은사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일단, 그의 사도 사역이 시작되면, 그는 특별히 사도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나 선지자의 일을 계속 수행할 것입니다. 본받는본받는본받는본받는    자로서자로서자로서자로서    사도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와 더불어 누군가의 본(本)이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보았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깊은 인격적인 사귐으로 걸어갔으며,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계속적으로 본(本)이 된 사람이었습니다. 고전고전고전고전    9999:1 :1 :1 :1 내가내가내가내가    자유자가자유자가자유자가자유자가    아니아니아니아니냐냐냐냐????    사도가사도가사도가사도가    아니아니아니아니냐냐냐냐????    예수예수예수예수    우리우리우리우리    주를주를주를주를    보보보보지지지지    못하였못하였못하였못하였느느느느냐냐냐냐????    주주주주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행한행한행한행한    나의나의나의나의    일이일이일이일이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아니아니아니아니냐냐냐냐????    고전고전고전고전 11:1  11:1  11:1  11:1 내가내가내가내가    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    본본본본받는받는받는받는    자자자자    된된된된    것같이것같이것같이것같이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나를나를나를나를    본본본본받는받는받는받는    자자자자    되라되라되라되라....    고고고고후후후후 6:3~10  6:3~10  6:3~10  6:3~10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이이이이    직직직직책책책책이이이이    훼훼훼훼방방방방을을을을    받지받지받지받지    않게않게않게않게    하려고하려고하려고하려고    무무무무엇엇엇엇에든지에든지에든지에든지    아아아아무무무무에게에게에게에게도도도도    거리거리거리거리끼끼끼끼지지지지    않게않게않게않게    하고하고하고하고, , , , 오직오직오직오직    모든모든모든모든    일에일에일에일에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일일일일꾼꾼꾼꾼으로으로으로으로    자천하여자천하여자천하여자천하여    많이많이많이많이    견견견견디는디는디는디는    것과것과것과것과    환난환난환난환난과과과과    궁궁궁궁핍핍핍핍과과과과    곤란곤란곤란곤란과과과과    매맞매맞매맞매맞음과음과음과음과    갇갇갇갇힘과힘과힘과힘과    요요요요란란란란한한한한    것과것과것과것과    수고로움과수고로움과수고로움과수고로움과    자자자자지지지지    못함과못함과못함과못함과    먹먹먹먹지지지지    못함과못함과못함과못함과    깨끗깨끗깨끗깨끗함과함과함과함과    지지지지식식식식과과과과    오오오오래래래래    참음과참음과참음과참음과    자자자자비비비비함과함과함과함과    성성성성령령령령의의의의    감화와감화와감화와감화와    거거거거짓짓짓짓이이이이    없없없없는는는는    사랑과사랑과사랑과사랑과    진리의진리의진리의진리의    말씀과말씀과말씀과말씀과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능능능능력력력력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어있어있어있어    의의의의의의의의    병병병병기로기로기로기로    좌좌좌좌우하고우하고우하고우하고    영광영광영광영광과과과과    욕됨욕됨욕됨욕됨으로으로으로으로    말말말말미암미암미암미암으며으며으며으며, , , , 악악악악한한한한    이이이이름름름름과과과과    아아아아름름름름다다다다운운운운    이이이이름름름름으로으로으로으로    말말말말미암미암미암미암으며으며으며으며, , , , 속속속속이는이는이는이는    자자자자    같으나같으나같으나같으나    참되고참되고참되고참되고, , , , 무명무명무명무명한한한한    자자자자    같으나같으나같으나같으나    유유유유명명명명한한한한    자요자요자요자요, , , , 죽죽죽죽는는는는    자자자자    같같같같으나으나으나으나    보보보보라라라라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살살살살고고고고, , , , 징징징징계를계를계를계를    받는받는받는받는    자자자자    같으나같으나같으나같으나    죽임죽임죽임죽임을을을을    당하지당하지당하지당하지    아니하고아니하고아니하고아니하고, , , , 근근근근심하는심하는심하는심하는    자자자자    같으나같으나같으나같으나    항항항항상상상상    기기기기뻐뻐뻐뻐하고하고하고하고, , , , 가가가가난난난난한한한한    자자자자    같으나같으나같으나같으나    많은많은많은많은    사람을사람을사람을사람을    부요하게부요하게부요하게부요하게    하하하하고고고고, , , , 아아아아무무무무    것도것도것도것도    없없없없는는는는    자자자자    같으나같으나같으나같으나    모든모든모든모든    것을것을것을것을    가진가진가진가진    자로다자로다자로다자로다....    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의아버지의    관계로관계로관계로관계로    사도는 자신의 사도적 사역이 사역대상으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 받아 들여지게 될 때, 그들과 특별한 아버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는 5 중 사역자로 역할을 수행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이들 지역 교회 내의 모든 믿는 자들에 이르기까지 존경을 받으며,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게 될 것입니다. 사도는 사랑하는 아버지의 심장을 가질 것입니다. 그는 교회 내의 장로들과 믿는 자들을 사랑하며, 양육하고, 격려하며, 가르치고, 다스리며 책망할 것입니다. 사도는 그들이 마땅히 가야 할 그 길로 가도록 부드럽게 인도할 것입니다. 사도와의 관계는 자신의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을 깊이 돌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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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하는 아버지와 같은 관계가 될 것입니다. 사도의 삶은 자신이 사역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형상(the true image)에 대한 계시를 가져다 올 것입니다. 고전고전고전고전 4:14~17  4:14~17  4:14~17  4:14~17 내가내가내가내가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부부부부끄럽끄럽끄럽끄럽게게게게    하려고하려고하려고하려고    이것을이것을이것을이것을    쓰쓰쓰쓰는는는는    것이것이것이것이    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    오직오직오직오직    너너너너희를희를희를희를    내내내내    사랑하는사랑하는사랑하는사랑하는    자자자자녀녀녀녀같이같이같이같이    권하려권하려권하려권하려    하는하는하는하는    것이라것이라것이라것이라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일만일만일만일만    스승이스승이스승이스승이    있으되있으되있으되있으되    아아아아비비비비는는는는    많지많지많지많지    아니하니아니하니아니하니아니하니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예수예수예수예수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복음으로써복음으로써복음으로써복음으로써    내가내가내가내가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낳았낳았낳았낳았음이라음이라음이라음이라    그러그러그러그러므므므므로로로로    내가내가내가내가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권하권하권하권하노노노노니니니니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나를나를나를나를    본본본본받는받는받는받는    자자자자    되라되라되라되라    이이이이를를를를    인하여인하여인하여인하여    내가내가내가내가    주주주주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내내내내    사랑하고사랑하고사랑하고사랑하고    신실한신실한신실한신실한    아들아들아들아들    디모데를디모데를디모데를디모데를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보보보보내내내내었노었노었노었노니니니니    저가저가저가저가    너희로너희로너희로너희로    하여금하여금하여금하여금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예수예수예수예수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나의나의나의나의    행사행사행사행사    곧곧곧곧    내가내가내가내가    각각각각처처처처    교교교교회에서회에서회에서회에서    가르치는가르치는가르치는가르치는    것을것을것을것을    생각나게생각나게생각나게생각나게    하리라하리라하리라하리라....    빌빌빌빌 2:22  2:22  2:22  2:22 디모데의디모데의디모데의디모데의    연연연연단단단단을을을을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아나니아나니아나니아나니    자자자자식식식식이이이이    아아아아비비비비에게에게에게에게    함같이함같이함같이함같이    나나나나와와와와    함께함께함께함께    복음을복음을복음을복음을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수고하였느니라수고하였느니라수고하였느니라....    살살살살전전전전 2:6~12  2:6~12  2:6~12  2:6~12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사도로사도로사도로사도로    능히능히능히능히    존존존존중할중할중할중할    터이나터이나터이나터이나    그러그러그러그러나나나나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든지든지든지든지    다른다른다른다른    이에게든지이에게든지이에게든지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사람에게는사람에게는사람에게는    영광영광영광영광을을을을    구치구치구치구치    아니하고아니하고아니하고아니하고    오직오직오직오직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너희너희너희너희    가가가가운운운운데서데서데서데서    유유유유순순순순한한한한    자자자자    되어되어되어되어    유모가유모가유모가유모가    자기자기자기자기    자자자자녀녀녀녀를를를를    기기기기름름름름과과과과    같이같이같이같이    하였으니하였으니하였으니하였으니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이이이이같이같이같이같이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사모하여사모하여사모하여사모하여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복음으로만복음으로만복음으로만복음으로만    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    우리우리우리우리    목숨목숨목숨목숨까지까지까지까지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주기를주기를주기를주기를    즐겨즐겨즐겨즐겨    함은함은함은함은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우리의우리의우리의우리의    사랑하는사랑하는사랑하는사랑하는    자자자자    됨됨됨됨이니라이니라이니라이니라    형형형형제들아제들아제들아제들아    우리의우리의우리의우리의    수고수고수고수고와와와와    애쓴애쓴애쓴애쓴    것을것을것을것을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기기기기억억억억하리니하리니하리니하리니    너희너희너희너희    아아아아무무무무에게도에게도에게도에게도    누누누누를를를를    끼끼끼끼치지치지치지치지    아니하려고아니하려고아니하려고아니하려고    밤밤밤밤과과과과    낮낮낮낮으로으로으로으로    일하일하일하일하면면면면서서서서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복음을복음을복음을복음을    전파하였전파하였전파하였전파하였노노노노라라라라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너희너희너희너희    믿믿믿믿는는는는    자들을자들을자들을자들을    향향향향하여하여하여하여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거거거거룩룩룩룩하고하고하고하고    옳옳옳옳고고고고    흠흠흠흠    없없없없이이이이    행한행한행한행한    것에것에것에것에    대하여대하여대하여대하여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증증증증인이요인이요인이요인이요    하나님도하나님도하나님도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그러하시도다그러하시도다그러하시도다    너희도너희도너희도너희도    아는아는아는아는    바바바바와와와와    같이같이같이같이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너희너희너희너희    각각각각    사람에사람에사람에사람에게게게게    아아아아비비비비가가가가    자기자기자기자기    자자자자녀녀녀녀에게에게에게에게    하하하하듯듯듯듯    권권권권면면면면하고하고하고하고    위로하고위로하고위로하고위로하고    경계하경계하경계하경계하노노노노니니니니    이는이는이는이는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부부부부르사르사르사르사    자기자기자기자기    나라나라나라나라와와와와    영광영광영광영광에에에에    이르게이르게이르게이르게    하시는하시는하시는하시는    하나님께하나님께하나님께하나님께    합당히합당히합당히합당히    행하게행하게행하게행하게    하려하려하려하려    함이니함이니함이니함이니라라라라....    기사와기사와기사와기사와    표적표적표적표적    큰 기사와 표적과 병 고침의 기적이 사도의 사역 기간 동안 계속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롬롬롬롬 15:17~1 15:17~1 15:17~1 15:17~19999    그러그러그러그러므므므므로로로로    내가내가내가내가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예수예수예수예수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일에일에일에일에    대하여대하여대하여대하여    자랑자랑자랑자랑하는하는하는하는    것이것이것이것이    있거니있거니있거니있거니와와와와    그리스도께서그리스도께서그리스도께서그리스도께서    이이이이방방방방인들을인들을인들을인들을    순종순종순종순종케케케케    하기하기하기하기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나로나로나로나로    말말말말미미미미암암암암아아아아    말과말과말과말과    일이며일이며일이며일이며    표적과표적과표적과표적과    기사의기사의기사의기사의    능능능능력력력력이며이며이며이며    성성성성령령령령의의의의    능능능능력력력력으로으로으로으로    역사하신역사하신역사하신역사하신    것것것것    외외외외에에에에는는는는    내가내가내가내가    감감감감히히히히    말하지말하지말하지말하지    아니하아니하아니하아니하노노노노라라라라    이이이이    일로일로일로일로    인하여인하여인하여인하여    내가내가내가내가    예루예루예루예루살렘살렘살렘살렘으로부터으로부터으로부터으로부터    두루두루두루두루    행하여행하여행하여행하여    일루리일루리일루리일루리곤곤곤곤까지까지까지까지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복음을복음을복음을복음을    편편편편만하게만하게만하게만하게    전하였전하였전하였전하였노노노노라라라라....    고고고고후후후후 12:12  12:12  12:12  12:12 사도의사도의사도의사도의    표된표된표된표된    것은것은것은것은    내가내가내가내가    너희너희너희너희    가가가가운운운운데서데서데서데서    모든모든모든모든    참음과참음과참음과참음과    표적과표적과표적과표적과    기사기사기사기사와와와와    능능능능력력력력을을을을    행한행한행한행한    것이라것이라것이라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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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행행행 2:42~43  2:42~43  2:42~43  2:42~43 저희가저희가저희가저희가    사도의사도의사도의사도의    가르가르가르가르침침침침을을을을    받아받아받아받아    서로서로서로서로    교제하며교제하며교제하며교제하며    떡떡떡떡을을을을    떼떼떼떼며며며며    기도하기기도하기기도하기기도하기를를를를    전전전전혀혀혀혀    힘힘힘힘쓰쓰쓰쓰니라니라니라니라    사람마다사람마다사람마다사람마다    두려두려두려두려워워워워하는데하는데하는데하는데    사도들로사도들로사도들로사도들로    인하여인하여인하여인하여    기사기사기사기사와와와와    표적이표적이표적이표적이    많많많많이이이이    나나나나타타타타나니나니나니나니    행행행행 5:12a  5:12a  5:12a  5:12a 사도들의사도들의사도들의사도들의    손으로손으로손으로손으로    민민민민간에간에간에간에    표적과표적과표적과표적과    기사가기사가기사가기사가    많이많이많이많이    되되되되매매매매        겸손의겸손의겸손의겸손의    영으로영으로영으로영으로    사도는 겸손의 영으로 특정 지어질 수 있습니다. 사도의 사역은 독재자로서 활동하는 사람의 그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고고고고후후후후 1:24  1:24  1:24  1:24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너희너희너희너희    믿음을믿음을믿음을믿음을    주관하려는주관하려는주관하려는주관하려는    것이것이것이것이    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오직오직오직오직    너희너희너희너희    기기기기쁨쁨쁨쁨을을을을    돕돕돕돕는는는는    자가자가자가자가    되려되려되려되려    함이니함이니함이니함이니    이는이는이는이는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믿음에믿음에믿음에믿음에    섰섰섰섰음이라음이라음이라음이라....    그는 양들을 주장하는 자가 아니라, 대신 아버지로서 인내를 갖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그 사람들과 함께 성령 안에서 세웠던 관계로부터 사역을 할 것입니다. 벧벧벧벧전전전전 5:2  5:2  5:2  5:2 너희너희너희너희    중에중에중에중에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양양양양    무무무무리를리를리를리를    치되치되치되치되    부부부부득득득득이함으로이함으로이함으로이함으로    하지하지하지하지    말고말고말고말고    오직오직오직오직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뜻뜻뜻뜻을을을을    좇좇좇좇아아아아    자자자자원원원원함으로함으로함으로함으로    하며하며하며하며    더더더더러러러러운운운운    이를이를이를이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하지하지하지하지    말고말고말고말고    오오오오직직직직    즐즐즐즐거거거거운운운운    뜻뜻뜻뜻으로으로으로으로    하며하며하며하며    우리는 사도를 사람이 만든 전통적인 피라미드 정부 조직 중 제일 위에 있는 자로 생각하는 실수를 저질러 왔습니다. 우리는 사도를 사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권위로써 지도하곤 하는 높은 지위의 관료로 생각합니다. 이와 반면에, 우리는 사도의 사역을 밑바닥에 있는 사람으로 봅니다. 사도는 선지자와 함께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사람입니다. 사도는 큰 계시와 영적인 권위를 갖고 말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 권위는 자신을 겸손히 하고, 종이 된 자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사도의 사역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밑에서부터 위로 섬기는 사역입니다. ‘사도’라는 호칭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 몸 안에서 그의 역할 수행 때문에 사도의 권위와 교회를 다스리는 사도의 역할이 인식 됩니다. 종으로서종으로서종으로서종으로서    초대 교회의 사도들은 자기 자신들을 종이라고 말하였습니다. 
� 바울바울바울바울 딛딛딛딛 1:1  1:1  1:1  1:1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종종종종이요이요이요이요    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사도인사도인사도인사도인    바울바울바울바울    곧곧곧곧    나의나의나의나의    사도사도사도사도    된된된된    것은것은것은것은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택하신택하신택하신택하신    자들의자들의자들의자들의    믿음과믿음과믿음과믿음과    경경경경건건건건함에함에함에함에    속속속속한한한한    진리의진리의진리의진리의    지지지지식식식식과과과과…………    



~ 48 ~ 

롬롬롬롬 1:1  1:1  1:1  1:1 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종종종종    바울은바울은바울은바울은    사도로사도로사도로사도로    부르심을부르심을부르심을부르심을    받아받아받아받아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복음을복음을복음을복음을    위위위위하여하여하여하여    택정함을택정함을택정함을택정함을    입입입입었었었었으니으니으니으니…………    
� 바울과바울과바울과바울과 디모데디모데디모데디모데 빌빌빌빌 1:1  1:1  1:1  1:1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예수의예수의예수의예수의    종종종종    바울과바울과바울과바울과    디모데는디모데는디모데는디모데는    그리그리그리그리스도스도스도스도    예수예수예수예수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빌빌빌빌립립립립보보보보에에에에    사는사는사는사는    모든모든모든모든    성도성도성도성도와와와와    또는또는또는또는    감독감독감독감독들과들과들과들과    집집집집사들에게사들에게사들에게사들에게    편편편편지하지하지하지하노노노노니니니니…………    
� 야고야고야고야고보보보보 약 1:1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 베베베베드드드드로로로로 벧후벧후벧후벧후 1:1  1:1  1:1  1:1 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종종종종과과과과    사도인사도인사도인사도인    시시시시몬몬몬몬    베베베베드드드드로는로는로는로는    우리우리우리우리    하나님과하나님과하나님과하나님과    구주구주구주구주    예예예예수수수수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의를의를의를의를    힘입어힘입어힘입어힘입어    동일하게동일하게동일하게동일하게    보배보배보배보배로로로로운운운운    믿음을믿음을믿음을믿음을    우리우리우리우리와와와와    같이같이같이같이    받은받은받은받은    자들자들자들자들에게에게에게에게    편편편편지하지하지하지하노노노노니니니니…………    
� 요한요한요한요한 계계계계 1:1  1:1  1:1  1:1 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계시라계시라계시라계시라    이는이는이는이는    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    그에게그에게그에게그에게    주사주사주사주사    반반반반드드드드시시시시    속속속속히히히히    될될될될    일을일을일을일을    그그그그    종종종종들에게들에게들에게들에게    보보보보이시려고이시려고이시려고이시려고    그그그그    천사를천사를천사를천사를    그그그그    종종종종    요한에게요한에게요한에게요한에게    보보보보내어내어내어내어    지시하신지시하신지시하신지시하신    것것것것이라이라이라이라....    그리스도 몸 안에서는 교만의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사람은 결코 교만으로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도의사도의사도의사도의    권위권위권위권위                                                                                                                                                                                                                                                        사도는 아버지의 권위로써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자신 또한 권위 아래 놓여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권위로써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자신 또한 권위 아래 있으면서, 다른 사람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을 파송(派送)한 다른 사도들과 장로들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마마마 8: 8: 8: 8:9999~10 ~10 ~10 ~10 ““““나도나도나도나도    남의남의남의남의    수하에수하에수하에수하에    있는있는있는있는    사람이요사람이요사람이요사람이요, , , , 내내내내    아아아아래래래래도도도도    군군군군사가사가사가사가    있으니있으니있으니있으니, , , , 이이이이더더더더러러러러    ‘‘‘‘가라가라가라가라’’’’    하하하하면면면면, , , , 가고가고가고가고;;;;    저저저저더더더더러러러러    ‘‘‘‘오라오라오라오라’’’’    하하하하면면면면, , , , 오고오고오고오고;;;;    내내내내    종더종더종더종더러러러러    ‘‘‘‘이것을이것을이것을이것을    하라하라하라하라’’’’    하하하하면면면면, , , , 하나이다하나이다하나이다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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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들으시고들으시고들으시고들으시고    기이히기이히기이히기이히    여여여여겨겨겨겨    좇좇좇좇는는는는    자들에자들에자들에자들에게게게게    이르시되이르시되이르시되이르시되, , , , ““““내가내가내가내가    진실로진실로진실로진실로    너희너희너희너희에게에게에게에게    이르이르이르이르노노노노니니니니, , , , 이스라이스라이스라이스라엘엘엘엘    중중중중    아아아아무무무무에게서도에게서도에게서도에게서도    이만한이만한이만한이만한    믿음을믿음을믿음을믿음을    만나만나만나만나보보보보지지지지    못하였못하였못하였못하였노노노노라라라라!!!!””””    우리는 베드로와 바울의 사역에서 그들이 사도의 권위를 어떻게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 예들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결코 독단적으로 권위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건덕(edification)을 위해 그들의 권위를 사용하였습니다. 고고고고후후후후 1:24  1:24  1:24  1:24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너희너희너희너희    믿음을믿음을믿음을믿음을    주관하려는주관하려는주관하려는주관하려는    것이것이것이것이    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 , , 오직오직오직오직    너희너희너희너희    기기기기쁨쁨쁨쁨을을을을    돕돕돕돕는는는는    자가자가자가자가    되려되려되려되려    함이니함이니함이니함이니    이는이는이는이는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믿음에믿음에믿음에믿음에    섰섰섰섰음이라음이라음이라음이라....    고고고고후후후후 10:8  10:8  10:8  10:8 주께서주께서주께서주께서    주신주신주신주신    권세는권세는권세는권세는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파하려고파하려고파하려고파하려고    하신하신하신하신    것이것이것이것이    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 , , 세우려고세우려고세우려고세우려고    하신하신하신하신    것이니것이니것이니것이니    내가내가내가내가    이에이에이에이에    대하여대하여대하여대하여    지나치게지나치게지나치게지나치게    자랑하여도자랑하여도자랑하여도자랑하여도    부부부부끄럽끄럽끄럽끄럽지지지지    아니하리라아니하리라아니하리라아니하리라....    눅눅눅눅 22:24~27  22:24~27  22:24~27  22:24~27 또또또또    저희저희저희저희    사이에사이에사이에사이에    그중그중그중그중    누누누누가가가가    크크크크냐냐냐냐    하는하는하는하는    다다다다툼툼툼툼이이이이    난난난난지라지라지라지라. . . .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이르시되이르시되이르시되이르시되, , , , ““““이이이이방방방방인의인의인의인의    임임임임금들은금들은금들은금들은    저희를저희를저희를저희를    주관하며주관하며주관하며주관하며    그그그그    집집집집권자들은권자들은권자들은권자들은    은인이라은인이라은인이라은인이라    칭칭칭칭함을함을함을함을    받으나받으나받으나받으나, , , ,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그그그그렇렇렇렇지지지지    않을지니않을지니않을지니않을지니    너희너희너희너희    중에중에중에중에    큰큰큰큰    자는자는자는자는    젊젊젊젊은은은은    자자자자와와와와    같고같고같고같고    두두두두목목목목은은은은    섬섬섬섬기는기는기는기는    자자자자와와와와    같을같을같을같을    지니라지니라지니라지니라    앉앉앉앉아서아서아서아서    먹먹먹먹는는는는    자가자가자가자가    크크크크냐냐냐냐????    섬섬섬섬기는기는기는기는    자가자가자가자가    크크크크냐냐냐냐????    앉앉앉앉아아아아    먹먹먹먹는는는는    자가자가자가자가    아니아니아니아니냐냐냐냐????    그러나그러나그러나그러나    나는나는나는나는    섬섬섬섬기는기는기는기는    자로자로자로자로    너희너희너희너희    중에중에중에중에    있있있있노노노노라라라라....””””    
사도적사도적사도적사도적    권위의권위의권위의권위의    목적목적목적목적                                                                                                                                                                                                                        다스리기다스리기다스리기다스리기    위해서위해서위해서위해서(To Govern)(To Govern)(To Govern)(To Govern)    사도와 장로가 지역 교회를 다스릴 때, 그들은 신자 개개인 에게 필요한 징계(the necessary discipline)를 하며, 책임감을 맡기고, 그들을 안정시키며, 보호하면서 교회에 덕을 세웠습니다.  징계하징계하징계하징계하기기기기    위해서위해서위해서위해서    사도는 지역 교회와 지역 교회의 장로들에게 필요한 징계를 위해 사도의 권위를 사용할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그 지역 교회의 목사들과 다른 장로들로부터 여태껏 징계 받지 못한 신자 개개인에게 필요한 징계를 하기 위해 사도의 권위를 사용할 것입니다. 고전고전고전고전 4:14~15, 21  4:14~15, 21  4:14~15, 21  4:14~15, 21 내가내가내가내가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부부부부끄럽끄럽끄럽끄럽게게게게    하려고하려고하려고하려고    이것을이것을이것을이것을    쓰쓰쓰쓰는는는는    것이것이것이것이    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    오오오오직직직직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내내내내    사랑하는사랑하는사랑하는사랑하는    자자자자녀녀녀녀같이같이같이같이    권하려권하려권하려권하려    하는하는하는하는    것이라것이라것이라것이라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일만일만일만일만    스승이스승이스승이스승이    있으되있으되있으되있으되    아아아아비비비비는는는는    많지많지많지많지    아니하니아니하니아니하니아니하니;;;;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예수예수예수예수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복음으로써복음으로써복음으로써복음으로써    내가내가내가내가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낳았낳았낳았낳았음이라음이라음이라음이라....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무무무무엇엇엇엇을을을을    원원원원하느하느하느하느냐냐냐냐????    내가내가내가내가    매매매매를를를를    가지고가지고가지고가지고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나아가나아가나아가나아가랴랴랴랴????    사랑과사랑과사랑과사랑과    온유온유온유온유한한한한    마음으로마음으로마음으로마음으로    나아가나아가나아가나아가랴랴랴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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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고전고전고전 5:1~5  5:1~5  5:1~5  5:1~5 너희너희너희너희    중에중에중에중에    심지어심지어심지어심지어    음행이음행이음행이음행이    있다있다있다있다    함을함을함을함을    들으니들으니들으니들으니    이이이이런런런런    음행은음행은음행은음행은    이이이이방방방방인인인인    중에라도중에라도중에라도중에라도    없없없없는는는는    것이라것이라것이라것이라    –  누누누누가가가가    그그그그    아아아아비비비비의의의의    아내를아내를아내를아내를    취취취취하였다하였다하였다하였다!!!!    하는도다하는도다하는도다하는도다    그리하그리하그리하그리하고도고도고도고도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오히려오히려오히려오히려    교만하여져서교만하여져서교만하여져서교만하여져서    어어어어찌찌찌찌하여하여하여하여    통한히통한히통한히통한히    여기지여기지여기지여기지    아니하고아니하고아니하고아니하고, , , , 그그그그    일일일일    행한행한행한행한    자를자를자를자를    너희너희너희너희    중에서중에서중에서중에서    물리치지물리치지물리치지물리치지    아니하였느아니하였느아니하였느아니하였느냐냐냐냐????    내가내가내가내가    실로실로실로실로    몸으로는몸으로는몸으로는몸으로는    떠나떠나떠나떠나    있있있있으나으나으나으나    영영영영으로는으로는으로는으로는    함께함께함께함께    있어서있어서있어서있어서    거기거기거기거기    있는있는있는있는    것같이것같이것같이것같이    이이이이    일일일일    행한행한행한행한    자를자를자를자를    이이이이미미미미    판판판판단단단단하였하였하였하였노노노노라라라라    주주주주    예수의예수의예수의예수의    이이이이름름름름으로으로으로으로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내내내내    영영영영과과과과    함께함께함께함께    모여서모여서모여서모여서    우리우리우리우리    주주주주    예수의예수의예수의예수의    능능능능력력력력으으으으로로로로    이이이이런런런런    자를자를자를자를    사사사사단단단단에게에게에게에게    내어주내어주내어주내어주었었었었으니으니으니으니    이는이는이는이는    육육육육신은신은신은신은    멸멸멸멸하고하고하고하고    영영영영은은은은    주주주주    예수의예수의예수의예수의    날날날날에에에에    구구구구원원원원    얻얻얻얻게게게게    하려하려하려하려    함이라함이라함이라함이라....    고고고고후후후후 13:2~4  13:2~4  13:2~4  13:2~4 내가내가내가내가    이이이이미미미미    말하였거니말하였거니말하였거니말하였거니와와와와    지금지금지금지금    떠나떠나떠나떠나    있으나있으나있으나있으나    두두두두    번번번번째째째째    대대대대면면면면하였을하였을하였을하였을    때때때때와와와와    같이같이같이같이    전에전에전에전에    죄죄죄죄    지은지은지은지은    자들과자들과자들과자들과    그그그그    남은남은남은남은    모든모든모든모든    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    미미미미리리리리    말하말하말하말하노노노노니니니니    내가내가내가내가    다시다시다시다시    가가가가면면면면    용용용용서하지서하지서하지서하지    아니하리라아니하리라아니하리라아니하리라    이는이는이는이는    그리스도께서그리스도께서그리스도께서그리스도께서    내내내내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말씀하말씀하말씀하말씀하시는시는시는시는    증증증증거를거를거를거를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구함이니구함이니구함이니구함이니    저가저가저가저가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향향향향하여하여하여하여    약약약약하지하지하지하지    않고않고않고않고    도리어도리어도리어도리어    너희너희너희너희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강강강강하시니라하시니라하시니라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그리스도께서그리스도께서그리스도께서    약약약약하심으로하심으로하심으로하심으로    십십십십자가에자가에자가에자가에    못못못못박박박박히셨으나히셨으나히셨으나히셨으나    오직오직오직오직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능능능능력력력력으로으로으로으로    살살살살으셨으니으셨으니으셨으니으셨으니    우리도우리도우리도우리도    저의저의저의저의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약약약약하나하나하나하나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향향향향하여하여하여하여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능능능능력력력력으로으로으로으로    저저저저와와와와    함께함께함께함께    살살살살리라리라리라리라.... 회개를회개를회개를회개를    불러불러불러불러    일으키기일으키기일으키기일으키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사도의 사역은 백성들 가운데 회개와 풀려남과 부흥 그리고 헌신을 가져 올 것입니다.  행행행행 1 1 1 19999:17~20 :17~20 :17~20 :17~20 에베소에에베소에에베소에에베소에    거하는거하는거하는거하는    유대인과유대인과유대인과유대인과    헬헬헬헬라인들이라인들이라인들이라인들이    다다다다    이이이이    일을일을일을일을    알알알알고고고고    두려두려두려두려워워워워하하하하며며며며    주주주주    예수의예수의예수의예수의    이이이이름름름름을을을을    높높높높이고이고이고이고    믿은믿은믿은믿은    사람들이사람들이사람들이사람들이    많이많이많이많이    와와와와서서서서    자복하여자복하여자복하여자복하여    행한행한행한행한    일을일을일을일을    고고고고하며하며하며하며    또또또또    마술을마술을마술을마술을    행하던행하던행하던행하던    많은많은많은많은    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그그그그    책책책책을을을을    모아모아모아모아    가지고가지고가지고가지고    와와와와서서서서    모든모든모든모든    사람사람사람사람    앞앞앞앞에서에서에서에서    불사르니불사르니불사르니불사르니    그그그그    책책책책    값값값값을을을을    계계계계산산산산한한한한    즉즉즉즉    은은은은    오만이나오만이나오만이나오만이나    되되되되더더더더라라라라    이이이이와와와와    같이같이같이같이    주의주의주의주의    말말말말씀이씀이씀이씀이    힘이힘이힘이힘이    있어있어있어있어    흥왕흥왕흥왕흥왕하여하여하여하여    세세세세력력력력을을을을    얻얻얻얻으니라으니라으니라으니라....    책임을책임을책임을책임을    가져다가져다가져다가져다    주기주기주기주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사도는 각 지역 교회에게 재정적인 책임을 가져 다 줄 것입니다. 고전고전고전고전 16:1~4  16:1~4  16:1~4  16:1~4 성도를성도를성도를성도를    위하는위하는위하는위하는    연연연연보보보보에에에에    대하여는대하여는대하여는대하여는    내가내가내가내가    갈갈갈갈라디아라디아라디아라디아    교회들에게교회들에게교회들에게교회들에게    명명명명한한한한    것같이것같이것같이것같이    너희도너희도너희도너희도    그그그그렇렇렇렇게게게게    하라하라하라하라    매매매매    주일주일주일주일    첫첫첫첫날에날에날에날에    너희너희너희너희    각각각각    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이를이를이를이를    얻얻얻얻은은은은    대로대로대로대로    저저저저축축축축하여하여하여하여    두어서두어서두어서두어서    내가내가내가내가    갈갈갈갈    때에때에때에때에    연연연연보보보보를를를를    하지하지하지하지    않게않게않게않게    하라하라하라하라    내가내가내가내가    이를이를이를이를    때에때에때에때에    너희의너희의너희의너희의    인정한인정한인정한인정한    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    편편편편지를지를지를지를    주어주어주어주어    너희의너희의너희의너희의    은은은은혜혜혜혜를를를를    예루예루예루예루살렘살렘살렘살렘으로으로으로으로    가지고가지고가지고가지고    가게가게가게가게    하리하리하리하리니니니니    만일만일만일만일    나도나도나도나도    가는가는가는가는    것이것이것이것이    합당하합당하합당하합당하면면면면    저희가저희가저희가저희가    나나나나와와와와    함께함께함께함께    가리라가리라가리라가리라....    흔들리지흔들리지흔들리지흔들리지    않게않게않게않게    하기하기하기하기    위해위해위해위해    사도는 교회에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교회의 뿌리를 하나님 말씀에 더 깊이 내리도록 도와 결국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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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엡엡엡 4:14  4:14  4:14  4:14 이는이는이는이는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이제부터이제부터이제부터이제부터    어린아어린아어린아어린아이가이가이가이가    되지되지되지되지    아니하여아니하여아니하여아니하여    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    궤술과궤술과궤술과궤술과    간사간사간사간사한한한한    유혹에유혹에유혹에유혹에    빠져빠져빠져빠져    모든모든모든모든    교훈의교훈의교훈의교훈의    풍조에풍조에풍조에풍조에    밀려밀려밀려밀려    요동치요동치요동치요동치    않게않게않게않게    하려하려하려하려    함이라함이라함이라함이라....    골골골골 2:6~7  2:6~7  2:6~7  2:6~7 그러그러그러그러므므므므로로로로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예수를예수를예수를예수를    주로주로주로주로    받받받받았았았았으니으니으니으니    그그그그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행하되행하되행하되행하되    그그그그    안에안에안에안에    뿌뿌뿌뿌리를리를리를리를    박박박박으며으며으며으며    세움을세움을세움을세움을    입어입어입어입어    교훈을교훈을교훈을교훈을    받은받은받은받은    대로대로대로대로    믿음에믿음에믿음에믿음에    굳굳굳굳게게게게    서서서서서서서서    감감감감사사사사함을함을함을함을    넘넘넘넘치게치게치게치게    하라하라하라하라....    보호하기보호하기보호하기보호하기    위해서위해서위해서위해서    사도는 그가 세운 교회와 자신의 사도 사역을 받아 들인 교회를 위해 경성할 것입니다. 히히히히 13:17  13:17  13:17  13:17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인도하는인도하는인도하는인도하는    자들에게자들에게자들에게자들에게    순종순종순종순종하고하고하고하고    복복복복종종종종하라하라하라하라    저희는저희는저희는저희는    너희너희너희너희    영혼영혼영혼영혼을을을을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경성하기를경성하기를경성하기를경성하기를    자기가자기가자기가자기가    회계할회계할회계할회계할    자인자인자인자인    것같이것같이것같이것같이    하느니라하느니라하느니라하느니라    저희로저희로저희로저희로    하여금하여금하여금하여금    즐즐즐즐거거거거움으로움으로움으로움으로    이것을이것을이것을이것을    하게하게하게하게    하고하고하고하고    근근근근심으로심으로심으로심으로    하게하게하게하게    말라말라말라말라    그그그그렇렇렇렇지지지지    않으않으않으않으면면면면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유유유유익익익익이이이이    없없없없느니라느니라느니라느니라....    
사역하는사역하는사역하는사역하는    핵심핵심핵심핵심    분야들분야들분야들분야들                                                                                                                                                                                                                사도는 그의 기반인 지역 교회 내에서 장로로서 역할을 감당 할 것입니다. 그가 자신이 속한 지역 교회에 있을 때에는 그 교회에 속한 사역 팀의 일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역 교회의 사역 팀은 대개 목사 사역은사로 역할을 수행하는 장로의 지도를 받을 것입니다. 팀들팀들팀들팀들(Teams)(Teams)(Teams)(Teams)에에에에    대해대해대해대해    사역사역사역사역    사도는 너무나도 빈번히 사도적인 팀(an apostolic team)을 이끌 것입니다. 이 팀을 구성하는 믿는 자들 가운데 5 중 사역자들이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팀에는 5 중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나, 임명 받고 파송을 받을 때까지 준비 기간 중에 있는 사람들이 일부 구성원으로 있을 수 입니다. 또한 이 팀에는 돕는 사역은사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팀 구성원 각자는 지역 교회뿐만 아니라 팀원 서로 서로에 대해서도 친밀한 관계를 맺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의 영적 지도력을 수용하고, 따를 것입니다. 팀 구성원들은 최전방에서 복음 전파하는 일(front-line evangelism)과 새로운 교회와 성경 학교를 설립하는 일 그리고 현존하는 교회에 재차 덕을 세우고 감독하며, 계속적으로 성장시키는 일에 함께 수고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택함을 입고, 장로들에 의해 인식된 믿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소명과 자원하는 심령, 비젼을 가지고 있으며 세상에 널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돕고자 성령으로 권능을 덧입은 믿는 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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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전략을전략을전략을    개발개발개발개발    사도는 어떤 중요한 사역 분야에서 지역 교회 장로들과 함께 동역(同域)할 것입니다. 사도는 그 지역 교회에 대한 전반적인 그림-장기적 일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요구되는 필요들-을 볼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개, 사도는 어떤 그 특정 지역 교회가 영적으로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다음 번에 어떤 류의 사역을 받아 들일 필요가 있는지 봅니다. 사도는 그 교회에 초청되어 행해져야 할, 가장 최선이 될 어떤 사역들을 추천할 것입니다. 사도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행하고 계시는 더 큰 그림에 기초해서 지역 교회의 전반적인 사역 계획과 전략 개발에 도움을 줍니다. 장로들을장로들을장로들을장로들을    임명하는임명하는임명하는임명하는    일일일일    사도는 지역 교회의 장로들과 함께 동역(同域)하며, 그 지역 교회 내에 지도자를 임명하고, 현존하는 지도력을 확증할 것입니다. 행행행행 14:23  14:23  14:23  14:23 각각각각    교회에교회에교회에교회에서서서서    장로들을장로들을장로들을장로들을    택하여택하여택하여택하여    금금금금식식식식    기도하며기도하며기도하며기도하며    저희를저희를저희를저희를    그그그그    믿은믿은믿은믿은    바바바바    주주주주께께께께    부탁하고부탁하고부탁하고부탁하고    훈련훈련훈련훈련    사도는 장로들과 사역을 위해 준비 중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자들로 구성된 회중 전체를 훈련시키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할 것입니다.   딤후딤후딤후딤후 2:2  2:2  2:2  2:2 또또또또    네네네네가가가가    많은많은많은많은    증인증인증인증인    앞에서앞에서앞에서앞에서    내게내게내게내게    들은들은들은들은    바를바를바를바를    충성된충성된충성된충성된    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    부탁부탁부탁부탁하라하라하라하라    저희가저희가저희가저희가    또또또또    다른다른다른다른    사람들을사람들을사람들을사람들을    가르칠가르칠가르칠가르칠    수수수수    있으리라있으리라있으리라있으리라....    학교를학교를학교를학교를    세우는세우는세우는세우는    일일일일    사도는 성경 학교를 세우며, 그곳에서 가르칠 것입니다. 행행행행 1 1 1 19999:10 :10 :10 :10 이같이이같이이같이이같이    두두두두    해해해해    동안을동안을동안을동안을    하하하하매매매매    아시아에아시아에아시아에아시아에    사는사는사는사는    자는자는자는자는    유대인이나유대인이나유대인이나유대인이나    헬헬헬헬라인이라인이라인이라인이나나나나    다다다다    주의주의주의주의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듣더듣더듣더듣더라라라라....    올바른올바른올바른올바른    교리교리교리교리    사도는 올바른 교리에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에게 말씀하시며, 교회에서 행하고 계시는 바대로 교회가 흘러 가고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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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갈등을갈등을갈등을    해결해결해결해결    그는 갈등을 해결하며, 교회에 필요한 징계를 가져 올 것입니다. 행행행행 5:3  5:3  5:3  5:3 베베베베드드드드로가로가로가로가    가로되가로되가로되가로되, , , , ““““아나니아야아나니아야아나니아야아나니아야, , , , 어어어어찌찌찌찌하여하여하여하여    사사사사단단단단이이이이    네네네네    마음에마음에마음에마음에    가가가가득득득득하여하여하여하여    네네네네가가가가    성성성성령령령령을을을을    속속속속이고이고이고이고    땅땅땅땅    값값값값    얼얼얼얼마를마를마를마를    감추었감추었감추었감추었느느느느냐냐냐냐????””””    고전고전고전고전    3:1~3 3:1~3 3:1~3 3:1~3 형형형형제들아제들아제들아제들아    내가내가내가내가    신신신신령령령령한한한한    자들을자들을자들을자들을    대함과대함과대함과대함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말할말할말할말할    수수수수    없없없없어어어어서서서서    육육육육신에신에신에신에    속속속속한한한한    자자자자    곧곧곧곧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어린아이들을어린아이들을어린아이들을어린아이들을    대함과대함과대함과대함과    같이같이같이같이    하하하하노노노노라라라라    내내내내가가가가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젖젖젖젖으로으로으로으로    먹먹먹먹이고이고이고이고    밥밥밥밥으로으로으로으로    아니하였아니하였아니하였아니하였노노노노니니니니    이는이는이는이는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감감감감당치당치당치당치    못하였음못하였음못하였음못하였음이거니이거니이거니이거니와와와와    지금도지금도지금도지금도    못하리라못하리라못하리라못하리라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아직도아직도아직도아직도    육육육육신에신에신에신에    속속속속한한한한    자로다자로다자로다자로다    너희너희너희너희    가가가가운운운운데데데데    시시시시기기기기와와와와    분분분분쟁쟁쟁쟁이이이이    있으니있으니있으니있으니    어어어어찌찌찌찌    육육육육신에신에신에신에    속속속속하여하여하여하여    사람을사람을사람을사람을    따따따따라라라라    행함이행함이행함이행함이    아니리요아니리요아니리요아니리요....    세우고세우고세우고세우고    풀어풀어풀어풀어    줌줌줌줌    사도의 역할은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사도를 전통적인 감독관이나 관리인으로서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사도가 더 많은 지도력을 자신이 임명한 각 지역 교회 장로들에게 넘겨 줌에 따라 목회 세부적인 일에 사도가 관여하는 일을 점점 줄어들 것입니다. 일단 어느 지역 교회에 지도자를 양성해놓으면, 사도는 일반적으로 그 교회를 떠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다른 교회를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교회와 계속해서 성령의 교제를 유지할 것입니다. 사도의 사역은 덧셈 식(式)이 아니라 곱셈 식(式)으로 증가하며 성장할 것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의 생애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 차리게 되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세워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교회를 소유하거나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는 전통적인 교단이나 협회를 하나 더 만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도와의 관계는 성령과의 관계가 될 것입니다. 각 교회는 독립적이 될 것이며, 오직 성령님과 예수님 그 분에게만 종속될 것입니다. 
지역지역지역지역    교회와교회와교회와교회와    사도를사도를사도를사도를    파송한파송한파송한파송한    교회와의교회와의교회와의교회와의    관계관계관계관계                                                                                                                                    사도를 파송한 교회는 파송받은 사도를 비호(covering)는 하지만, 설립된 그 어떤 교회에 대해서도 “모(母)교회”로 인식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교회들은 다른 지역 교회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도의 사역에 의해 비호(covered)를 받습니다. 이 비호(covering)는 그 사도와 그 지역 교회와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의 결과로 형성된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자발적인 성질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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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성은 사도 사역은사를 가져 올 뿐만 아니라 사도 사역에 따른 다스림이 수반된다는 이해함이 사도와 지역 교회 장로들 사이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사도와의 관계는 역할 분담이 있는 한 가족내의 아버지의 역할과 같기 때문에 사도는 그 임무를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이 성숙해 가면서 아버지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변화되는 것과 꼭 같이 사도와 지역 교회 사이의 관계성도 변화되며, 성숙해 갈 것입니다. 사도와 지역 교회는 서로 서로에게 헌신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둘과의 관계가 무엇을 의미하며, 또 무엇이 기대되는지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지역 교회는 사도의 정치 역할 –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주신 정치 역할 –  이 포함되어 있는 사도 사역을 올바로 인식하고,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선교에 동참하는 성경적인 모형(pattern) 중 하나는 사도나 사도적인 팀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이었습니다. 개척 교회(Young churches)는 사도 사역을 통해 다른 교회들로부터 재정적으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후, 그 교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되었을 때, 반대로 사도 사역을 통해 다른 교회들을 세우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적인 팀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나 혹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혹은 교사의 자격으로 지역 교회 밖에서 사역하는 사람들도 보내심을 받은 그 지역 교회로부터 또한 후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지역 교회에서 재정적인 수요가 발생하고, 재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사도는 자신이 사역하고 있는 다른 지역 교회에 그 필요를 알리도록 해야 합니다. 
문문문문    제제제제                                                                                                                                                                                                                                                                                1. 사도만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역의 예(例)를 두 가지 들어 보시고, 사도가 그 사역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말해 보십시오.  2. 사도적 권위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가 어떤 영역들에 대해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나는 대로 많이, 그 영역들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3. 사도가 교회 정치 영역에서 그의 사도적 권위로 말미암아, 역할을 수행하게 될 실제적인 사역 영역들을 두 가지 말씀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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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5  5  5  5 과과과과    

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 사역사역사역사역 엡엡엡엡 4:11~13  4:11~13  4:11~13  4:11~13 그가그가그가그가    혹은혹은혹은혹은    사도로사도로사도로사도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선지자로선지자로선지자로선지자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복음복음복음복음    전하는전하는전하는전하는    자로자로자로자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목목목목사사사사와와와와    교사로교사로교사로교사로    주셨으니주셨으니주셨으니주셨으니    이는이는이는이는    성도를성도를성도를성도를    온전케온전케온전케온전케    하며하며하며하며    봉사의봉사의봉사의봉사의    일을일을일을일을    하게하게하게하게    하며하며하며하며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몸을몸을몸을몸을    세우려세우려세우려세우려    하심이라하심이라하심이라하심이라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다다다다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아들을아들을아들을아들을    믿는믿는믿는믿는    것과것과것과것과    아는아는아는아는    일에일에일에일에    하나가하나가하나가하나가    되어되어되어되어    온전한온전한온전한온전한    사람을사람을사람을사람을    이루어이루어이루어이루어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장성한장성한장성한장성한    분량이분량이분량이분량이    충만한충만한충만한충만한    데까지데까지데까지데까지    이르리니이르리니이르리니이르리니…………    
서서서서    론론론론                                                                                                                                                                                                                                                                                수 년 동안, 선지자 사역은 무시되어 왔고, 오해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선지자 사역은 구약 시대에만 국한되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 장에서, 바울은 성도들이 사역하도록 (for work of the ministry - 역자 주: 개역 성경에는 ‘봉사의 일’로 표기) 그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두 번째 사역 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를 선지자로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賞)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마마마 10:41  10:41  10:41  10:41 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    이이이이름름름름으로으로으로으로    선지자를선지자를선지자를선지자를    영접영접영접영접하는하는하는하는    자는자는자는자는    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    상을상을상을상을    받을받을받을받을    것것것것이요이요이요이요, , , , 의인의의인의의인의의인의    이이이이름름름름으로으로으로으로    의인을의인을의인을의인을    영접영접영접영접하는하는하는하는    자는자는자는자는    의인의의인의의인의의인의    상을상을상을상을    받을받을받을받을    것이요것이요것이요것이요....    정의정의정의정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입니다. 선지자는 사람들 앞에서 말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차별된 사역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 66 권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지 않고,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다음과 같은 계시가 그에게 주어 집니다: 지도 혹은 방향설정(direction) 인도와 비젼(vision)이 옳음을 확증함 하나님 말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 사람들의 삶에 대한 사실들(facts)을 말해 줌 책망 판단 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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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계시해 줌 선지자(a prophet)는 성령의 은사들 중 하나인 예언의 은사(the spiritual gift of prophecy)가 단순히 작동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예언적 기름부음(prophetic anointing) 하(下)에서 사역할 것입니다. 그 예언은 훨씬 더 정확하며, 더 상세합니다.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그 예언적 말씀은 보통 믿는 자가 예언할 때 오게 되는 덕 세움(edification)과 충고(exhortation), 안위(comfort)의 차원을 뛰어넘는 계시를 포함할 때가 아주 많습니다.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대대대대언자언자언자언자((((代言子代言子代言子代言子))))    아론이 모세의 대변자인 것처럼,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입니다. 출출출출 4:15~16  4:15~16  4:15~16  4:15~16 너는너는너는너는    그에게그에게그에게그에게    말하고말하고말하고말하고    그그그그    입에입에입에입에    말을말을말을말을    주라주라주라주라    내가내가내가내가    네네네네    입과입과입과입과    그의그의그의그의    입에입에입에입에    함께함께함께함께    있어서있어서있어서있어서    너의너의너의너의    행할행할행할행할    일을일을일을일을    가르치리라가르치리라가르치리라가르치리라    그가그가그가그가    너를너를너를너를    대신하여대신하여대신하여대신하여    백백백백성에게성에게성에게성에게    말할말할말할말할    것이니것이니것이니것이니    그는그는그는그는    네네네네    입을입을입을입을    대신할대신할대신할대신할    것이요것이요것이요것이요    너는너는너는너는    그에게그에게그에게그에게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    같이같이같이같이    되리라되리라되리라되리라....    아론이 모세의 지시사항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한 것과 꼭 같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대변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언적 말씀(proph(proph(proph(prophetic word)etic word)etic word)etic word)의 기원 선지자는 결코 자신의 생각이나 자기 자신의 지혜를 발설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말씀하실 때, 그는 단지 선지자로서 말해야만 합니다. 벧후벧후벧후벧후 1:20~21  1:20~21  1:20~21  1:20~21 먼먼먼먼저저저저    알알알알    것은것은것은것은    경의경의경의경의    모든모든모든모든    예예예예언언언언은은은은    사사로이사사로이사사로이사사로이    풀풀풀풀    것이것이것이것이    아니니아니니아니니아니니    예예예예언언언언은은은은    언언언언제든지제든지제든지제든지    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    뜻뜻뜻뜻으로으로으로으로    낸낸낸낸    것이것이것이것이    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오직오직오직오직    성성성성령령령령의의의의    감감감감동하심을동하심을동하심을동하심을    입은입은입은입은    사사사사람들이람들이람들이람들이    하나님께하나님께하나님께하나님께    받아받아받아받아    말한말한말한말한    것것것것    임임임임이니라이니라이니라이니라....    어근어근어근어근((((語根語根語根語根))))들들들들    ‘예언’과 관련된 히브리어 단어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들 단어들 중 아래의 두 단어는 우리에게 선지자 사역과 예언의 은사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바(Raba)”라는 단어는 400 번 이상 나오며, 그 뜻은 부글 부글 끓어 오르다, 세차게 흘러 나오다, 넘쳐흐르다 입니다. 이 단어는 예언이 종종 주어질 때 나타나는 방식인 황홀경(ecstatic)이나 외부로부터 자극․ 장려 따위를 받지 않고도 내부에서 자연히 일어나는 예언 방식(spontaneous manner)에 대해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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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프(Nataf)”는 떨어 뜨리다, 빗방울처럼 떨어지다 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예언의 신적 기원을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사용된 헬라어 “프로페테우오”는 말을 하다(say) 혹은 말을 입 밖으로 내뱉다(speak forth)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예언의 중요한 두 가지 측면에 대해 계시해 줍니다. 예언(forthtelling)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메시지를 말로 내뱉는 것(speaking forth)입니다. 히히히히 1:1  1:1  1:1  1:1 옛옛옛옛적에적에적에적에    선지자들로선지자들로선지자들로선지자들로    여러여러여러여러    부분과부분과부분과부분과    여러여러여러여러    모모모모양양양양으로으로으로으로    우리우리우리우리    조상들에게조상들에게조상들에게조상들에게    말씀말씀말씀말씀하신하신하신하신    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  
� 예언(foretelling)은 미래에 일어날 무엇인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렘렘렘렘 28: 28: 28: 28:9999    평화평화평화평화를를를를    예예예예언언언언하는하는하는하는    선지자는선지자는선지자는선지자는    그그그그    예예예예언언언언자의자의자의자의    말이말이말이말이    응응응응한한한한    후후후후에야에야에야에야    그는그는그는그는    진실진실진실진실로로로로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의의의의    보보보보내신내신내신내신    선지자로선지자로선지자로선지자로    알알알알게게게게    되리라되리라되리라되리라....    겔겔겔겔 33:33  33:33  33:33  33:33 그그그그    말이말이말이말이    응응응응하리니하리니하리니하리니    응응응응할할할할    때에는때에는때에는때에는    그들이그들이그들이그들이    한한한한    선지자가선지자가선지자가선지자가    자기자기자기자기    가가가가운운운운데데데데    있있있있었었었었던던던던    줄줄줄줄을을을을    알알알알리라리라리라리라....    

예언의예언의예언의예언의    형태형태형태형태                                                                                                                                                                                                                                                    예언의예언의예언의예언의    영영영영    계계계계 1 1 1 19999:10 :10 :10 :10 내가내가내가내가    그그그그    발발발발    앞에앞에앞에앞에    엎엎엎엎드드드드려려려려    경경경경배배배배하려하려하려하려    하니하니하니하니    그가그가그가그가    나나나나더더더더러러러러    말하기를말하기를말하기를말하기를, , , , ““““나나나나는는는는    너너너너와와와와    및및및및    예수의예수의예수의예수의    증거를증거를증거를증거를    받은받은받은받은    네네네네    형형형형제들과제들과제들과제들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된된된된    종종종종이니이니이니이니, , , , 삼삼삼삼가가가가    그리하지그리하지그리하지그리하지    말고말고말고말고    오직오직오직오직    하님께하님께하님께하님께    경경경경배배배배하라하라하라하라    예수의예수의예수의예수의    증거는증거는증거는증거는    대대대대언언언언의의의의    영영영영이라이라이라이라....””””    하하하하더더더더라라라라....    예언의 영(靈)은 성령의 자의(自意)대로 주어지는 망토(mantle) 같은 예언적 기름부음 입니다. 이 예언적 기름부음은 믿는 자 누구나 주의 말씀을 예언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비록 평상시에는 그렇게 예언을 못하는 신자(信者)라 할지라도, 예언의 영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들은 예언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평상시 그들의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상세하고도 정확하게 예언할 것입니다. 강한 선지자적 기름부음 하(下)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지자와 함께 한 장소에서 사역할 때, 예언의 영이 다른 신자(信者)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예언의예언의예언의예언의    은사은사은사은사    고전고전고전고전 12:10 12:10 12:10 12:10 어어어어떤떤떤떤    이에게는이에게는이에게는이에게는    능능능능력력력력    행함을행함을행함을행함을, , , , 어어어어떤떤떤떤    이에게는이에게는이에게는이에게는    예예예예언언언언함을함을함을함을, , , , 어어어어떤떤떤떤    이에이에이에이에게는게는게는게는    영영영영들들들들    분분분분별별별별함을함을함을함을, , , , 다른다른다른다른    이에게는이에게는이에게는이에게는    각각각각종종종종    방언방언방언방언    말함을말함을말함을말함을, , , , 어어어어떤떤떤떤    이에게는이에게는이에게는이에게는    방언방언방언방언들들들들    통역함을통역함을통역함을통역함을    주시나니주시나니주시나니주시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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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언의 은사는 믿는 자들, 어느 누구의 삶 속에서도 작동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언의 은사가 선지자나 혹은 다른 5 중 사역자가 아닌 신자(信者)에게 역사할 때, 그것은 일반적으로 예언의 은사가 명확하게 주어지는 목적을 능가하는 계시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다만 덕을 세우고, 격려하며 안위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고전고전고전고전 14:3  14:3  14:3  14:3 그러나그러나그러나그러나    예예예예언언언언하는하는하는하는    자는자는자는자는    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    말하여말하여말하여말하여    덕덕덕덕을을을을    세우며세우며세우며세우며    권권권권면면면면하며하며하며하며    안위안위안위안위하는하는하는하는    것이요것이요것이요것이요....    사역사역사역사역    은사들은사들은사들은사들    중의중의중의중의    하나하나하나하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 예수님의 교회에 몇 가지 사역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 사역 은사들 중의 하나가 바로 이 선지자 사역 은사 입니다. 영감된영감된영감된영감된    성경성경성경성경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셨던 그 모든 성경을 우리가 지금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예언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 어떤 것도 성경에 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예언도 성경 66 권과 꼭 같은 권위를 지닐 수 없습니다. 계계계계 22:18~1 22:18~1 22:18~1 22:18~19999    내가내가내가내가    이이이이    책책책책의의의의    예예예예언언언언의의의의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듣듣듣듣는는는는    각인에게각인에게각인에게각인에게    증거하증거하증거하증거하노노노노니니니니    만일만일만일만일    누누누누구든지구든지구든지구든지    이것들이것들이것들이것들    외외외외에에에에    더더더더하하하하면면면면    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    이이이이    책책책책에에에에    기록된기록된기록된기록된    재앙재앙재앙재앙들을들을들을들을    그에게그에게그에게그에게    더더더더하실하실하실하실    터이요터이요터이요터이요    만일만일만일만일    누누누누구든지구든지구든지구든지    이이이이    책책책책의의의의    예예예예언언언언의의의의    말씀에서말씀에서말씀에서말씀에서    제하여제하여제하여제하여    버리버리버리버리면면면면    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    이이이이    책책책책에에에에    기록된기록된기록된기록된    생생생생명명명명나나나나무와무와무와무와    및및및및    거거거거룩룩룩룩한한한한    성에성에성에성에    참여함을참여함을참여함을참여함을    제하여제하여제하여제하여    버리시리라버리시리라버리시리라버리시리라....    성경이 완비되었기 때문에, 그 다른 모든 예언들은 절대 무오(無汚)한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성경 말씀과 일치하는지 반드시 판단 되어야 합니다.  
선지자들의선지자들의선지자들의선지자들의    성경적성경적성경적성경적    역사역사역사역사                                                                                                                                                                                                            전(全) 역사를 통틀어, 하나님께서는 줄곧 선지자들을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렘렘렘렘 7:25  7:25  7:25  7:25 너희너희너희너희    열조가열조가열조가열조가    애굽애굽애굽애굽    땅에서땅에서땅에서땅에서    나온나온나온나온    날부터날부터날부터날부터    오늘까지오늘까지오늘까지오늘까지    내가내가내가내가    내내내내    종종종종    선지자선지자선지자선지자((((先知先知先知先知者者者者))))들을들을들을들을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보보보보내내내내었었었었으되으되으되으되    부지부지부지부지런런런런히히히히    보보보보내내내내었었었었으나으나으나으나    구약구약구약구약    시대시대시대시대    때의때의때의때의    선지자들선지자들선지자들선지자들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선지자들에 의해 쓰여 졌습니다. 그들이 쓴 책의 분량에 따라, 우리는 곧잘 그들을 대(大) 선지자, 소(小) 선지자로 부릅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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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구약 성경에는 다른 많은 선지자들이 열거 되어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아론 이들 모두가 선지자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모세모세모세모세, , , , 하나의하나의하나의하나의    모형모형모형모형    모세는 장차 자기 뒤에 따라올 모든 구약 시대 선지자들을 판단할 수 있는 선지자 사역의 지침(guideline)이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신신신신 34:10  34:10  34:10  34:10 그그그그    후후후후에는에는에는에는    이스라이스라이스라이스라엘엘엘엘에에에에    모세모세모세모세와와와와    같은같은같은같은    선지자가선지자가선지자가선지자가    일어나지일어나지일어나지일어나지    못하였나니못하였나니못하였나니못하였나니    모세는모세는모세는모세는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께서께서께서께서    대대대대면면면면하여하여하여하여    아시던아시던아시던아시던    자요자요자요자요…………    
� 이상과이상과이상과이상과 꿈꿈꿈꿈 민민민민 12:6  12:6  12:6  12:6 이르시되이르시되이르시되이르시되, , , , ““““내내내내    말을말을말을말을    들으라들으라들으라들으라: : : : 너희너희너희너희    중에중에중에중에    선지자가선지자가선지자가선지자가    있으있으있으있으면면면면    나나나나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가가가가    이상으로이상으로이상으로이상으로    나를나를나를나를    그에게그에게그에게그에게    알알알알리기도리기도리기도리기도    하고하고하고하고    꿈꿈꿈꿈으로으로으로으로    그그그그와와와와    말하기도말하기도말하기도말하기도    하거니하거니하거니하거니와와와와....””””    
�  입에입에입에입에 둔둔둔둔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말말말말씀씀씀씀 신신신신 18:15~22  18:15~22  18:15~22  18:15~22 네네네네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께서께서께서께서    너의너의너의너의    중중중중    네네네네    형형형형제제제제    중에서중에서중에서중에서    나나나나와와와와    같은같은같은같은    선지자선지자선지자선지자    하나를하나를하나를하나를    너를너를너를너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일으키시리니일으키시리니일으키시리니일으키시리니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그를그를그를그를    들을지니라들을지니라들을지니라들을지니라    이것이이것이이것이이것이    곧곧곧곧    네네네네가가가가    총총총총회의회의회의회의    날에날에날에날에    호호호호렙렙렙렙    산산산산에서에서에서에서    너의너의너의너의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께께께께    구한구한구한구한    것이라것이라것이라것이라    곧곧곧곧    네네네네가가가가    말하기를말하기를말하기를말하기를, , , , ‘‘‘‘나로나로나로나로    다시는다시는다시는다시는    나의나의나의나의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의의의의    음성을음성을음성을음성을    듣듣듣듣지지지지    않게않게않게않게    하시고하시고하시고하시고    다시는다시는다시는다시는    이이이이    큰큰큰큰    불을불을불을불을    보보보보지지지지    않게않게않게않게    하소서하소서하소서하소서    두두두두렵렵렵렵건건건건대대대대    내가내가내가내가    죽죽죽죽을까을까을까을까    하나이다하나이다하나이다하나이다....’’’’    하하하하매매매매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께서께서께서께서    이르시되이르시되이르시되이르시되: : : : ‘‘‘‘그들의그들의그들의그들의    말이말이말이말이    옳옳옳옳도다도다도다도다    내가내가내가내가    그들의그들의그들의그들의    형형형형제제제제    중에중에중에중에    너너너너와와와와    같은같은같은같은    선지자선지자선지자선지자    하하하하나를나를나를나를    그들을그들을그들을그들을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일으키고일으키고일으키고일으키고    내내내내    말을말을말을말을    그그그그    입에입에입에입에    두리니두리니두리니두리니    내가내가내가내가    그에게그에게그에게그에게    명명명명하는하는하는하는    것것것것을을을을    그가그가그가그가    무무무무리에게리에게리에게리에게    다다다다    고하리라고하리라고하리라고하리라    
� 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 말을말을말을말을 들어야들어야들어야들어야 하리라하리라하리라하리라 무릇무릇무릇무릇    그가그가그가그가    내내내내    이이이이름름름름으로으로으로으로    고하는고하는고하는고하는    내내내내    말을말을말을말을    듣듣듣듣지지지지    아니하는아니하는아니하는아니하는    자는자는자는자는    내게내게내게내게    벌벌벌벌을을을을    받을받을받을받을    것이요것이요것이요것이요    내가내가내가내가    고하라고고하라고고하라고고하라고    명명명명하지하지하지하지    아니한아니한아니한아니한    말을말을말을말을    어어어어떤떤떤떤    선지자가선지자가선지자가선지자가    만일만일만일만일    방방방방자히자히자히자히    내내내내    이이이이름름름름으로으로으로으로    고하든지고하든지고하든지고하든지    다른다른다른다른    신들의신들의신들의신들의    이이이이름름름름으로으로으로으로    말하말하말하말하면면면면    그그그그    선지자는선지자는선지자는선지자는    죽임죽임죽임죽임을을을을    당하리당하리당하리당하리라라라라....’’’’    하셨느니라하셨느니라하셨느니라하셨느니라....    
� 선지자에선지자에선지자에선지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테테테테스스스스트트트트 네네네네가가가가    혹시혹시혹시혹시    심중에심중에심중에심중에    이르기를이르기를이르기를이르기를, , , , ‘‘‘‘그그그그    말이말이말이말이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의의의의    이르신이르신이르신이르신    말씀인말씀인말씀인말씀인지지지지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어어어어떻게떻게떻게떻게    알알알알리요리요리요리요????’’’’    하리라하리라하리라하리라    ----    만일만일만일만일    선지자가선지자가선지자가선지자가    있어서있어서있어서있어서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의의의의    이이이이름름름름으로으로으로으로    말한말한말한말한    일에일에일에일에    증증증증험험험험도도도도    없없없없고고고고, , , , 성성성성취취취취함도함도함도함도    없없없없으으으으면면면면    이는이는이는이는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의의의의    말씀하신말씀하신말씀하신말씀하신    것이것이것이것이    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그그그그    선지선지선지선지자가자가자가자가    방방방방자히자히자히자히    한한한한    말이니말이니말이니말이니;;;;    너는너는너는너는    그를그를그를그를    두려두려두려두려워워워워    말지니라말지니라말지니라말지니라....    



~ 60 ~ 

사무엘과사무엘과사무엘과사무엘과    선지자선지자선지자선지자    학교학교학교학교    사무엘의 지도하에 선지자들의 사역은 온전하고, 성숙하게 되었습니다. 행행행행 13:20  13:20  13:20  13:20 약약약약 450 450 450 450 년년년년    동안동안동안동안, , , , 그그그그    후후후후에에에에    선지자선지자선지자선지자    사사사사무무무무엘엘엘엘    때까지때까지때까지때까지    사사를사사를사사를사사를    주셨주셨주셨주셨더더더더니니니니....    행행행행 3:23~26  3:23~26  3:23~26  3:23~26 누누누누구든지구든지구든지구든지    그그그그    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    말을말을말을말을    듣듣듣듣지지지지    아니하는아니하는아니하는아니하는    자는자는자는자는    백백백백성성성성    중에서중에서중에서중에서    멸멸멸멸망망망망    받으리라받으리라받으리라받으리라    하였고하였고하였고하였고    또한또한또한또한    사사사사무무무무엘엘엘엘    때부터때부터때부터때부터    옴옴옴옴으로으로으로으로    말한말한말한말한    모든모든모든모든    선지자선지자선지자선지자(all the (all the (all the (all the pppprorororopppphets hets hets hets wwwwho folloho folloho folloho followwww from  from  from  from SSSSamamamamuuuuel)el)el)el)도도도도    이이이이    때를때를때를때를    가리켜가리켜가리켜가리켜    말하였느니라말하였느니라말하였느니라말하였느니라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선선선선지자들의지자들의지자들의지자들의    자손이요자손이요자손이요자손이요    또또또또    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    너희너희너희너희    조상으로조상으로조상으로조상으로    더더더더불어불어불어불어    세우신세우신세우신세우신    언약언약언약언약의의의의    자손이자손이자손이자손이라라라라    아아아아브브브브라함에게라함에게라함에게라함에게    이르시기를이르시기를이르시기를이르시기를    땅땅땅땅    위에위에위에위에    모든모든모든모든    족속족속족속족속이이이이    너의너의너의너의    씨씨씨씨를를를를    인하여인하여인하여인하여    복을복을복을복을    받받받받으리라으리라으리라으리라    하셨으니하셨으니하셨으니하셨으니    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    그그그그    종종종종을을을을    세세세세워워워워    복복복복    주시려고주시려고주시려고주시려고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먼먼먼먼저저저저    보보보보내사내사내사내사    너희로너희로너희로너희로    하여금하여금하여금하여금    돌돌돌돌이켜이켜이켜이켜    각각각각각각각각    그그그그    악악악악함을함을함을함을    버리게버리게버리게버리게    하셨느니하셨느니하셨느니하셨느니라라라라....    
� 선지자선지자선지자선지자 학학학학교를교를교를교를 세세세세웠웠웠웠음음음음 사무엘은 선지자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그는 그렇게 함으로써하나님 말씀으로 교육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며,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맺는 일단의 새로운 선지자들을 확고히 세워놓았습니다.      사사사사 1 1 1 19999:20 :20 :20 :20 이것이이것이이것이이것이    애굽애굽애굽애굽    땅에서땅에서땅에서땅에서    만만만만군군군군의의의의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를를를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표적과표적과표적과표적과    증거가증거가증거가증거가    되리니되리니되리니되리니    이는이는이는이는    그들이그들이그들이그들이    그그그그    압압압압박박박박하는하는하는하는    자의자의자의자의    연고로연고로연고로연고로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께께께께    부르부르부르부르짖겠짖겠짖겠짖겠고고고고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께서는께서는께서는께서는    한한한한    구구구구원원원원자자자자, , , , 보호보호보호보호자를자를자를자를    보보보보내사내사내사내사    그들을그들을그들을그들을    건건건건지실지실지실지실    것것것것    임임임임이라이라이라이라....    분명, 사무엘은 4 곳에다 이들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 라마라마라마라마 삼삼삼삼상상상상 1 1 1 19999:18~21, 23 :18~21, 23 :18~21, 23 :18~21, 23 다다다다윗윗윗윗이이이이    도도도도피피피피하여하여하여하여    라마로라마로라마로라마로    가서가서가서가서    사사사사무무무무엘엘엘엘에게로에게로에게로에게로    나아가서나아가서나아가서나아가서    사울사울사울사울이이이이    자기에게자기에게자기에게자기에게    행한행한행한행한    일을일을일을일을    다다다다    고하였고고하였고고하였고고하였고    다다다다윗윗윗윗과과과과    사사사사무무무무엘엘엘엘이이이이    나나나나욧욧욧욧으로으로으로으로    가서가서가서가서    거하였거하였거하였거하였더더더더라라라라    혹이혹이혹이혹이    사울에게사울에게사울에게사울에게    고하여고하여고하여고하여    가로되가로되가로되가로되, , , , ““““다다다다윗윗윗윗이이이이    라마라마라마라마    나나나나욧욧욧욧에에에에    있있있있더더더더이다이다이다이다!!!!””””    하하하하매매매매    사사사사울이울이울이울이    다다다다윗윗윗윗을을을을    잡잡잡잡으려으려으려으려    사자들을사자들을사자들을사자들을    보보보보내내내내었더었더었더었더니니니니    그들이그들이그들이그들이    선지자선지자선지자선지자    무무무무리의리의리의리의    예예예예언언언언하는하는하는하는    것것것것과과과과    사사사사무무무무엘엘엘엘이이이이    그들의그들의그들의그들의    수수수수령령령령으로으로으로으로    선선선선    것을것을것을것을    볼볼볼볼    때에때에때에때에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신이신이신이신이    사울의사울의사울의사울의    사자들사자들사자들사자들에게에게에게에게    임임임임하하하하매매매매    그들도그들도그들도그들도    예예예예언언언언을을을을    한지라한지라한지라한지라    혹이혹이혹이혹이    그것을그것을그것을그것을    사울에게사울에게사울에게사울에게    고하고하고하고하매매매매    사울이사울이사울이사울이    다른다른다른다른    사자들을사자들을사자들을사자들을    보보보보내내내내었더었더었더었더니니니니    그들도그들도그들도그들도    예예예예언언언언을을을을    한고로한고로한고로한고로    사울이사울이사울이사울이    세세세세번번번번째째째째    다시다시다시다시    사자들을사자들을사자들을사자들을    보보보보내내내내었더었더었더었더니니니니    그들도그들도그들도그들도    예예예예언언언언을을을을    한지라한지라한지라한지라    사울이사울이사울이사울이    라마라마라마라마    나나나나욧욧욧욧으로으로으로으로    가니라가니라가니라가니라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신이신이신이신이    그에게도그에게도그에게도그에게도    임임임임하시니하시니하시니하시니    그가그가그가그가    라마라마라마라마    나나나나욧욧욧욧에에에에    이르기까지이르기까지이르기까지이르기까지    행하며행하며행하며행하며    예예예예언언언언을을을을    하였으며하였으며하였으며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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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벧벧벧벧엘엘엘엘 왕왕왕왕하하하하 2:3a  2:3a  2:3a  2:3a 벧벧벧벧엘엘엘엘에에에에    있는있는있는있는    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    생도들이생도들이생도들이생도들이    엘엘엘엘리사에게로리사에게로리사에게로리사에게로    나아나아나아나아와와와와    이르되이르되이르되이르되, , , ,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께서께서께서께서    오늘날오늘날오늘날오늘날    당신의당신의당신의당신의    선생을선생을선생을선생을    당신의당신의당신의당신의    머리머리머리머리    위로위로위로위로    취취취취하실하실하실하실    줄줄줄줄을을을을    아나이까아나이까아나이까아나이까????””””        
� 여리고여리고여리고여리고 왕왕왕왕하하하하 2:5a  2:5a  2:5a  2:5a 여리고에여리고에여리고에여리고에    있는있는있는있는    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    생도들이생도들이생도들이생도들이    엘엘엘엘리사에게리사에게리사에게리사에게    나아나아나아나아와와와와    이르되이르되이르되이르되, , , ,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께서께서께서께서    오늘날오늘날오늘날오늘날    당신의당신의당신의당신의    선생을선생을선생을선생을    당신의당신의당신의당신의    머리머리머리머리    위로위로위로위로    취취취취하실하실하실하실    줄줄줄줄을을을을    아나이까아나이까아나이까아나이까????””””        
� 길갈길갈길갈길갈 왕왕왕왕하하하하 4:38  4:38  4:38  4:38 엘엘엘엘리사가리사가리사가리사가    다시다시다시다시    길갈길갈길갈길갈에에에에    이르니이르니이르니이르니    그그그그    땅에땅에땅에땅에    흉흉흉흉년이년이년이년이    들들들들었었었었는데는데는데는데    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    생도가생도가생도가생도가    엘엘엘엘리사의리사의리사의리사의    앞에앞에앞에앞에    앉앉앉앉은지라은지라은지라은지라    엘엘엘엘리사가리사가리사가리사가    자기자기자기자기    사사사사환환환환에게에게에게에게    이르되이르되이르되이르되, , , , ““““큰큰큰큰    솥솥솥솥을을을을    걸걸걸걸고고고고    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    생도들을생도들을생도들을생도들을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국국국국을을을을    끓끓끓끓이라이라이라이라....””””    하하하하매매매매    사무엘이 “선지자 생도들(sons of the prophets)”을 양성하기 위한 학교들을 세운 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 대부분에게 보내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돕는 임무를 부여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사역하기 이전에는, 백성들은 제사장들을 통해 하나님께 물어 봤습니다. 사무엘을 기점으로, 백성들은 언제나 선지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선지자에선지자에선지자에선지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호칭들호칭들호칭들호칭들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사람사람사람사람    선지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던 사람들이었으며, 그들의 일상적인 삶과 사역에서 하나님을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삼삼삼삼상상상상    9999:6 :6 :6 :6 대대대대답답답답하되하되하되하되, , , , ““““보보보보소서소서소서소서, , , , 이이이이    성에성에성에성에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있는데있는데있는데있는데    존존존존중히중히중히중히    여여여여김김김김을을을을    받는받는받는받는    사람이라사람이라사람이라사람이라    그가그가그가그가    말한말한말한말한    것은것은것은것은    반반반반드드드드시시시시    다다다다    응응응응하나니하나니하나니하나니    그리로그리로그리로그리로    가사이다가사이다가사이다가사이다    그가그가그가그가    혹혹혹혹    우리의우리의우리의우리의    갈갈갈갈    길길길길을을을을    가르칠까가르칠까가르칠까가르칠까    하나이다하나이다하나이다하나이다....””””    선견자선견자선견자선견자(Seers)(Seers)(Seers)(Seers)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들을 환상과 통찰력 그리고 예견(foresight)을 통해 알았기 때문에 선견자로 불렸습니다. 삼삼삼삼상상상상    9999::::9999 ( ( ( (옛옛옛옛적적적적    이스라이스라이스라이스라엘엘엘엘에에에에    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하나님께하나님께하나님께하나님께    가서가서가서가서    물으려물으려물으려물으려    하하하하면면면면    말하기를말하기를말하기를말하기를: : : : ““““선선선선견견견견자에게로자에게로자에게로자에게로    가자가자가자가자””””    하였으니하였으니하였으니하였으니;;;;    지금지금지금지금    선지자라선지자라선지자라선지자라    하는하는하는하는    자를자를자를자를    옛옛옛옛적에는적에는적에는적에는    선선선선견견견견자자자자라라라라    일일일일컬컬컬컬었더었더었더었더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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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삼삼삼하하하하 24:11  24:11  24:11  24:11 다다다다윗윗윗윗이이이이    아아아아침침침침에에에에    일어날일어날일어날일어날    때에때에때에때에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의의의의    말씀이말씀이말씀이말씀이    다다다다윗윗윗윗의의의의    선선선선견견견견자자자자    된된된된    선선선선지자지자지자지자    갓갓갓갓에게에게에게에게    임임임임하여하여하여하여    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    중재자중재자중재자중재자(Mediators)(Mediators)(Mediators)(Mediators)    중재자로서 선지자들은 선생, 즉 율법 해석자 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字句(letter)보다는 율법의 정신(spirit)에 대해 더 많은 이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의 빛으로 나라들의 역사를 해석하였습니다. 사사사사 43:27  43:27  43:27  43:27 네네네네    시조가시조가시조가시조가    범범범범죄죄죄죄하였고하였고하였고하였고, , , , 너의너의너의너의    교사들이교사들이교사들이교사들이    나를나를나를나를    배배배배역하였나니역하였나니역하였나니역하였나니    사자사자사자사자((((使者使者使者使者) ) ) ) 혹은혹은혹은혹은    전달자전달자전달자전달자(Messengers)(Messengers)(Messengers)(Messengers)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실 메시지가 계셨을 경우,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 전달하셨습니다. 말말말말 3:1  3:1  3:1  3:1 만만만만군군군군의의의의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가가가가    이르이르이르이르노노노노라라라라, , , , ““““보보보보라라라라, , , , 내가내가내가내가    내내내내    사자사자사자사자((((使者使者使者使者))))를를를를    보보보보내리니내리니내리니내리니    그가그가그가그가    내내내내    앞에서앞에서앞에서앞에서    길길길길을을을을    예예예예비비비비할할할할    것이요것이요것이요것이요    또또또또    너희의너희의너희의너희의    구하는구하는구하는구하는    바바바바    주가주가주가주가    홀홀홀홀연히연히연히연히    그그그그    전전전전에에에에    임임임임하리니하리니하리니하리니    곧곧곧곧    너희의너희의너희의너희의    사모하는사모하는사모하는사모하는    바바바바    언약언약언약언약의의의의    사자사자사자사자(messenger)(messenger)(messenger)(messenger)가가가가    임임임임할할할할    것이것이것이것이라라라라....””””    선지자들선지자들선지자들선지자들    가장 보편적으로 불리는 호칭이 이 말이었습니다. 마마마마 10:41a  10:41a  10:41a  10:41a 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    이이이이름름름름으로으로으로으로    선지자를선지자를선지자를선지자를    영접영접영접영접하는하는하는하는    자는자는자는자는    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    상을상을상을상을    받을받을받을받을    것것것것이요이요이요이요....    
선지자로서선지자로서선지자로서선지자로서    예수님의예수님의예수님의예수님의    사역사역사역사역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계시되셨습니다. 선지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날의 선지자 사역에 대한 모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세는모세는모세는모세는    예수님을예수님을예수님을예수님을    선지자로선지자로선지자로선지자로    불렀습니다불렀습니다불렀습니다불렀습니다    모세는 예수님께서 선지자 자격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행행행행 3:22  3:22  3:22  3:22 모세가모세가모세가모세가    말하되말하되말하되말하되, , , , ‘‘‘‘주주주주    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너희너희너희너희    형형형형제제제제    가가가가운운운운데서데서데서데서    나나나나    같은같은같은같은    선지자선지자선지자선지자    하나를하나를하나를하나를    세울세울세울세울    것이니것이니것이니것이니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무무무무엇엇엇엇이든지이든지이든지이든지    그그그그    모든모든모든모든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들을들을들을들을    것것것것이라이라이라이라....’’’’    예수님께서는예수님께서는예수님께서는예수님께서는    자기자기자기자기    자신을자신을자신을자신을    선지자라고선지자라고선지자라고선지자라고    부르셨습니다부르셨습니다부르셨습니다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 호칭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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눅눅눅눅 4:24  4:24  4:24  4:24 또또또또    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 , , , ““““내가내가내가내가    진실로진실로진실로진실로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이르이르이르이르노노노노니니니니, , , , 선지자가선지자가선지자가선지자가    고고고고향향향향에서에서에서에서    환영환영환영환영을을을을    받는받는받는받는    자가자가자가자가    없없없없느니라느니라느니라느니라....””””    막막막막 6:4  6:4  6:4  6:4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저희에게저희에게저희에게저희에게    이르시되이르시되이르시되이르시되, , , , ““““선지자가선지자가선지자가선지자가    자기자기자기자기    고고고고향향향향과과과과    자자자자기기기기    친척친척친척친척과과과과    자자자자기기기기집집집집    외외외외에서는에서는에서는에서는    존존존존경을경을경을경을    받지받지받지받지    않음이않음이않음이않음이    없없없없느니라느니라느니라느니라....””””하시며하시며하시며하시며    선지자로선지자로선지자로선지자로    인식인식인식인식    됨됨됨됨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선지자로 인식 되셨습니다. 요요요요 6:14  6:14  6:14  6:14 그그그그    사람들이사람들이사람들이사람들이    예수의예수의예수의예수의    행하신행하신행하신행하신    이이이이    표적을표적을표적을표적을    보보보보고고고고    말하되말하되말하되말하되, , , , ““““이는이는이는이는    참으로참으로참으로참으로    세상에세상에세상에세상에    오실오실오실오실    그그그그    선지자라선지자라선지자라선지자라....””””    하하하하더더더더라라라라....    요요요요    9999:17 :17 :17 :17 이에이에이에이에    소경소경소경소경    되되되되었었었었던던던던    자에게자에게자에게자에게    다시다시다시다시    묻묻묻묻되되되되, , , , ““““그그그그    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네네네네    눈눈눈눈을을을을    뜨뜨뜨뜨게게게게    하였하였하였하였으니으니으니으니    너는너는너는너는    그를그를그를그를    어떠한어떠한어떠한어떠한    사람이라사람이라사람이라사람이라    하느하느하느하느냐냐냐냐””””    대대대대답답답답하되하되하되하되, , , , ““““((((그는그는그는그는) ) ) ) 선지자니이선지자니이선지자니이선지자니이다다다다....””””    한대한대한대한대    선지자선지자선지자선지자    자격으로자격으로자격으로자격으로    말씀하셨습니다말씀하셨습니다말씀하셨습니다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자격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이 땅에서 대변하셨습니다. 히히히히 1:1~2  1:1~2  1:1~2  1:1~2 옛옛옛옛적에적에적에적에    선지자들로선지자들로선지자들로선지자들로    여러여러여러여러    부분과부분과부분과부분과    여러여러여러여러    모모모모양양양양으로으로으로으로    우리우리우리우리    조상들에게조상들에게조상들에게조상들에게    말말말말씀하신씀하신씀하신씀하신    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    이이이이    모든모든모든모든    날날날날    마지마지마지마지막막막막에에에에    아들로아들로아들로아들로((((bbbby y y y HHHHis son) is son) is son) is son) 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말씀하셨으니말씀하셨으니말씀하셨으니…………    요요요요 12:4 12:4 12:4 12:49999    내가내가내가내가    내내내내    자의로자의로자의로자의로    말한말한말한말한    것이것이것이것이    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나를나를나를나를    보보보보내신내신내신내신    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    나의나의나의나의    말말말말할할할할    것과것과것과것과    이를이를이를이를    것을것을것을것을    친친친친히히히히    명령명령명령명령하여하여하여하여    주셨으니주셨으니주셨으니주셨으니    요요요요 17:8  17:8  17:8  17:8 나는나는나는나는    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    내게내게내게내게    주신주신주신주신    말씀들을말씀들을말씀들을말씀들을    저희에게저희에게저희에게저희에게    주주주주었었었었사오며사오며사오며사오며    저희는저희는저희는저희는    이이이이것을것을것을것을    받고받고받고받고    내가내가내가내가    아버지께로부아버지께로부아버지께로부아버지께로부터터터터    나온나온나온나온    줄줄줄줄을을을을    참으로참으로참으로참으로    아오며아오며아오며아오며    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    나를나를나를나를    보보보보내신내신내신내신    줄줄줄줄도도도도    믿믿믿믿었었었었사사사사옵옵옵옵나이다나이다나이다나이다....    앞으로앞으로앞으로앞으로    일어일어일어일어    날날날날    일들을일들을일들을일들을    예언하셨습니다예언하셨습니다예언하셨습니다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 땅에 선포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앞으로 일어 날 많은 일들에 대해 예언 하셨습니다.  
신약신약신약신약    시대의시대의시대의시대의    선지자들선지자들선지자들선지자들                                                                                                                                                                                                                    세례세례세례세례    요한요한요한요한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메시야를 영접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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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마마마 3:3  3:3  3:3  3:3 저는저는저는저는    선지자선지자선지자선지자    이사야로이사야로이사야로이사야로    말씀하신말씀하신말씀하신말씀하신    자라자라자라자라    일일일일렀렀렀렀으되으되으되으되: : : : ““““광광광광야에야에야에야에    외외외외치는치는치는치는    자의자의자의자의    소리가소리가소리가소리가    있어있어있어있어    가로되가로되가로되가로되: : : :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주의주의주의주의    길길길길을을을을    예예예예비비비비하라하라하라하라, , , , 그의그의그의그의    첩첩첩첩경을경을경을경을    평평평평탄케탄케탄케탄케    하하하하라라라라....’’’’    하였느니라하였느니라하였느니라하였느니라....    아가보아가보아가보아가보    선지자 아가보가 안디옥에서 사역할 때, 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유대에 있던 믿는 자들이 큰 흉년의 고통을 덜게 되었습니다. 행행행행 11:27~30  11:27~30  11:27~30  11:27~30 그그그그    때에때에때에때에    선지자들이선지자들이선지자들이선지자들이    예루예루예루예루살렘살렘살렘살렘에서에서에서에서    안디안디안디안디옥옥옥옥에에에에    이르니이르니이르니이르니    그그그그    중에중에중에중에    아가아가아가아가보보보보라라라라    하는하는하는하는    한한한한    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일어나일어나일어나일어나    성성성성령령령령으로으로으로으로    말하되말하되말하되말하되    천하가천하가천하가천하가    크크크크게게게게    흉흉흉흉년년년년    들리라들리라들리라들리라    하하하하더더더더니니니니    글글글글라우디오라우디오라우디오라우디오    때에때에때에때에    그그그그렇렇렇렇게게게게    되니라되니라되니라되니라    제자들이제자들이제자들이제자들이    각각각각각각각각    그그그그    힘대로힘대로힘대로힘대로    유대에유대에유대에유대에    사는사는사는사는    형형형형제들에게제들에게제들에게제들에게    부조를부조를부조를부조를    보보보보내기로내기로내기로내기로    작작작작정하고정하고정하고정하고    이를이를이를이를    실행하여실행하여실행하여실행하여    바나바바나바바나바바나바와와와와    사울의사울의사울의사울의    손으로손으로손으로손으로    장로들에게장로들에게장로들에게장로들에게    보보보보내니라내니라내니라내니라....    아가보는 또한 개인적으로 바울 사도에게 사역을 했습니다. 행행행행 21:10~11  21:10~11  21:10~11  21:10~11 여러여러여러여러    날날날날    있있있있더더더더니니니니    한한한한    선지자선지자선지자선지자    아가아가아가아가보보보보라라라라    하는하는하는하는    이가이가이가이가    유대로부터유대로부터유대로부터유대로부터    내려내려내려내려와와와와    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    와와와와서서서서    바울의바울의바울의바울의    띠띠띠띠를를를를    가져다가가져다가가져다가가져다가    자기자기자기자기    수수수수족족족족을을을을    잡잡잡잡아아아아매매매매고고고고    말하기를말하기를말하기를말하기를, , , , ““““성성성성령령령령이이이이    말씀하시되말씀하시되말씀하시되말씀하시되, , , , ‘‘‘‘예루예루예루예루살렘살렘살렘살렘에서에서에서에서    유대인들이유대인들이유대인들이유대인들이    이같이이같이이같이이같이    이이이이    띠띠띠띠    임임임임자를자를자를자를    결결결결박박박박하여하여하여하여    이이이이방방방방인의인의인의인의    손에손에손에손에    넘겨넘겨넘겨넘겨    주리라주리라주리라주리라....’”’”’”’”    하거늘하거늘하거늘하거늘    다른 선지자들이 아가보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행행행행 11:27  11:27  11:27  11:27 그그그그    때에때에때에때에    선지자들이선지자들이선지자들이선지자들이    예루예루예루예루살렘살렘살렘살렘에서에서에서에서    안디안디안디안디옥옥옥옥에에에에    이르니이르니이르니이르니    안디옥에안디옥에안디옥에안디옥에    있던있던있던있던 5 5 5 5 명의명의명의명의    선지자들선지자들선지자들선지자들    행행행행 13:1  13:1  13:1  13:1 안디안디안디안디옥옥옥옥    교회에교회에교회에교회에    선지자들과선지자들과선지자들과선지자들과    교사들이교사들이교사들이교사들이    있으니있으니있으니있으니    곧곧곧곧    바나바바나바바나바바나바와와와와    니게르라하니게르라하니게르라하니게르라하는는는는    시시시시므므므므온과온과온과온과    구구구구레네레네레네레네    사람사람사람사람    루기오루기오루기오루기오와와와와    분봉분봉분봉분봉왕왕왕왕    헤롯헤롯헤롯헤롯의의의의    젖젖젖젖동생동생동생동생    마나마나마나마나엔엔엔엔과과과과    및및및및    사울이사울이사울이사울이라라라라....    사울과 바나바가 사도로서 이방인들에게 파송(派送)을 받기 전에, 그들은 선지자와 교사로서 신실하게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유다와유다와유다와유다와    실라실라실라실라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로서 믿는 자들을 격려하고, 굳게하는 사역을 했었습니다. 행행행행 15:32 15:32 15:32 15:32 유다유다유다유다와와와와    실라도실라도실라도실라도    선지자라선지자라선지자라선지자라    여러여러여러여러    말로말로말로말로    형형형형제를제를제를제를    권권권권면면면면하여하여하여하여    굳굳굳굳게게게게    하고하고하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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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여여여((((女女女女) ) ) ) 선지자들의선지자들의선지자들의선지자들의    사역사역사역사역                                                                                                                                                                                                            하나님의 여(女) 선지자로 인식되거나, 혹은 예언을 하였던 많은 여성들의 예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미리암, 드보라, 훌다 혹은 이사야의 아내(역자 주: 한글 개역 성경 이사야 8 장 3 절에는 “내 아내”로 표기 되어 있으나, 히브리 원어 성경에는 “여 선지자”로 표기 되어 있음)에 대해 연구 할 수 있습니다. 안나안나안나안나    안나는 구약 시대에 속한 마지막 여 선지자이었습니다. 그녀는 아기 예수께서 곧 그의 백성들을 구속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눅눅눅눅 2:36a, 38  2:36a, 38  2:36a, 38  2:36a, 38 또또또또    아아아아셀셀셀셀    지파지파지파지파    바바바바누누누누엘엘엘엘의의의의    딸딸딸딸    안나라안나라안나라안나라    하는하는하는하는    선지자가선지자가선지자가선지자가    있어있어있어있어... ... ... ... 그가그가그가그가    출출출출가한가한가한가한    후후후후    일일일일곱곱곱곱    해해해해    동안동안동안동안    남남남남편편편편과과과과    함께함께함께함께    살살살살다가다가다가다가    마마마마침침침침    이이이이    때에때에때에때에    나아나아나아나아와와와와서서서서    하나님께하나님께하나님께하나님께    감감감감사하고사하고사하고사하고    예루예루예루예루살렘살렘살렘살렘의의의의    구구구구속됨속됨속됨속됨을을을을    바라는바라는바라는바라는    모든모든모든모든    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    이이이이    아기에아기에아기에아기에    대하여대하여대하여대하여    말하말하말하말하니라니라니라니라....    요엘의요엘의요엘의요엘의    예언예언예언예언    요엘은 여성들의 선지자 사역에 대해 예언하였고, 베드로가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확증하였습니다. 행행행행 2:16~18  2:16~18  2:16~18  2:16~18 이는이는이는이는    곧곧곧곧    선지자선지자선지자선지자    요요요요엘엘엘엘로로로로    말씀하신말씀하신말씀하신말씀하신    것이니것이니것이니것이니    일일일일렀렀렀렀으되으되으되으되: : : : ‘‘‘‘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    가가가가라사대라사대라사대라사대    말세에말세에말세에말세에    내가내가내가내가    내내내내    영영영영으로으로으로으로    모든모든모든모든    육육육육체에게체에게체에게체에게    부어부어부어부어    주리니주리니주리니주리니;;;;    너희의너희의너희의너희의    자자자자녀녀녀녀들은들은들은들은    예예예예언언언언할할할할    것이요것이요것이요것이요, , , , 너희의너희의너희의너희의    젊젊젊젊은이들은은이들은은이들은은이들은    환환환환상을상을상을상을    보보보보고고고고, , , , 너희의너희의너희의너희의    늙늙늙늙은이들은은이들은은이들은은이들은    꿈꿈꿈꿈을을을을    꾸꾸꾸꾸리라리라리라리라    그그그그    때에때에때에때에    내가내가내가내가    내내내내    영영영영으로으로으로으로    내내내내    남남남남종종종종과과과과    여여여여종종종종들에게들에게들에게들에게    부어부어부어부어    주리니주리니주리니주리니;;;;    저희가저희가저희가저희가    예예예예언언언언할할할할    것이요것이요것이요것이요....’’’’    빌립의빌립의빌립의빌립의    딸딸딸딸들들들들    행행행행 21:8~ 21:8~ 21:8~ 21:8~9999    이이이이튿튿튿튿날날날날    떠나떠나떠나떠나    가이사가이사가이사가이사랴랴랴랴에에에에    이르러이르러이르러이르러    일일일일곱곱곱곱    집집집집사사사사    중중중중    하나인하나인하나인하나인    전도자전도자전도자전도자    빌빌빌빌립립립립의의의의    집집집집에에에에    들어가서들어가서들어가서들어가서    유하니라유하니라유하니라유하니라    그에게그에게그에게그에게    딸딸딸딸    넷넷넷넷이이이이    있으니있으니있으니있으니    처녀처녀처녀처녀로로로로    예예예예언언언언하는하는하는하는    자라자라자라자라....    신약 참고 문헌들이 여성들에게 선지자 사역이 부여되었음을 분명히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여성들이 예언 은사로 일하였고, 선지자로 인식 되었었다는 사실은 자명합니다. 종종, 남편과 아내로 이루어진 팀(a husband-wife team)은 동일한 사역 은사로 일할 것입니다. 이사야와 그의 아내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사야의 아내는 여선지로 불렸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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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하지만 좀 다르게 사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사와 교사 혹은 사도와 선지자처럼, 남편과 아내가 한 팀을 이루고 있으나 다른 사역 은사로 함께 사역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사역에 큰 힘이 생겨납니다. 한 몸(one flesh)을 이루고 있는 남편과 아내가 성령 안에서 또한 하나가 될 때, 그들은 같은 사역 은사로 흘러 갈 것이며, 또한 강력한 힘으로 함께 사역할 것입니다. 
문문문문    제제제제                                                                                                                                                                                                                                                                                1. 여러분 자신의 말로 선지자의 정의가 무엇인지 써보십시오   2. “예언의 영”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리고 그것이 믿는 자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역사합니까?   3.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를 달리 무엇이라고 표현했는지, 그 별다른 호칭들에 대해 말씀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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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6  6  6  6 과과과과    

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 사역사역사역사역(계속계속계속계속) 엡엡엡엡 4:11~13  4:11~13  4:11~13  4:11~13 그가그가그가그가    혹은혹은혹은혹은    사도로사도로사도로사도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선지자로선지자로선지자로선지자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복음복음복음복음    전하는전하는전하는전하는    자로자로자로자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목목목목사사사사와와와와    교사로교사로교사로교사로    주셨으니주셨으니주셨으니주셨으니    이는이는이는이는    성도를성도를성도를성도를    온전케온전케온전케온전케    하며하며하며하며    봉사의봉사의봉사의봉사의    일을일을일을일을    하게하게하게하게    하며하며하며하며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몸을몸을몸을몸을    세우려세우려세우려세우려    하심이라하심이라하심이라하심이라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다다다다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아들을아들을아들을아들을    믿는믿는믿는믿는    것과것과것과것과    아아아아는는는는    일에일에일에일에    하나가하나가하나가하나가    되어되어되어되어    온전한온전한온전한온전한    사람을사람을사람을사람을    이루어이루어이루어이루어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장성한장성한장성한장성한    분량이분량이분량이분량이    충만한충만한충만한충만한    데까지데까지데까지데까지    이르리니이르리니이르리니이르리니…………    
오늘날의오늘날의오늘날의오늘날의    선지자선지자선지자선지자    사역사역사역사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사역을 회복시켜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선지자의 부르심에 대한 훨씬 더 충만한 이해를 제공하는 선지자 사역과 이 사역에 대한 참된 신약 모형에 주목해야 합니다. 엡엡엡엡 4:12  4:12  4:12  4:12 이는이는이는이는    성도를성도를성도를성도를    온전케온전케온전케온전케    하며하며하며하며    봉사의봉사의봉사의봉사의    일일일일((((for thefor thefor thefor the    wwwwororororkkkk of ministry) of ministry) of ministry) of ministry)을을을을    하하하하게게게게    하며하며하며하며, , , ,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몸을몸을몸을몸을    세우려세우려세우려세우려    하심이라하심이라하심이라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세워지기를 원한다면, 선지자는 올바로 인식되어야 하고, 받아들여 져야 하며, 그리고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야 합니다. 계시를계시를계시를계시를    가져가져가져가져    옴옴옴옴    선지자 사역은 계시를 가져 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특별한 방법으로 듣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고, 신중한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통찰력과 계시를 받을 것입니다. 특별히 그 일이 자신이 섬기고 있는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회복시키시기 위해 무엇인가를 하고 계실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엡엡엡엡 3:5  3:5  3:5  3:5 이제이제이제이제    그의그의그의그의    거거거거룩룩룩룩한한한한    사도들과사도들과사도들과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선지자들에게선지자들에게선지자들에게    성성성성령령령령으로으로으로으로    나나나나타타타타내신내신내신내신    것같이것같이것같이것같이, , , , 다른다른다른다른    세대에서는세대에서는세대에서는세대에서는    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    아들들에게아들들에게아들들에게아들들에게    알알알알게게게게    하지하지하지하지    아니아니아니아니    하셨으니하셨으니하셨으니하셨으니…………    선지자 사역은 사람들의 삶과 관련된 사실들(facts)과 정보를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승리하지 못하도록 하며, 성숙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들만의 문제들과 죄들이 포함될 것입니다. 이러한 형태의 예언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지식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고전고전고전고전 14:25  14:25  14:25  14:25 그그그그    마음의마음의마음의마음의    숨숨숨숨은은은은    일이일이일이일이    드드드드러나게러나게러나게러나게    되되되되므므므므로로로로    엎엎엎엎드드드드리어리어리어리어    하나님께하나님께하나님께하나님께    경경경경배배배배하하하하며며며며    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    참으로참으로참으로참으로    너희너희너희너희    가가가가운운운운데데데데    계시다계시다계시다계시다    전파하리라전파하리라전파하리라전파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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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환상환상환상((((VVVVision)ision)ision)ision)을을을을    가져가져가져가져    옴옴옴옴    선지자 사역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환상(vision)과 방향 감각그리고 목적을 가져 옵니다.  잠잠잠잠 2 2 2 29999:18a :18a :18a :18a 묵묵묵묵시가시가시가시가    없없없없으으으으면면면면, , , , 백백백백성이성이성이성이    방방방방자히자히자히자히    행하거니행하거니행하거니행하거니와와와와…………    경고를경고를경고를경고를    가져가져가져가져    옴옴옴옴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 할 수 있는 경고들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경고들은 앞으로 닥칠 일들에 대해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행행행행 21:10~11  21:10~11  21:10~11  21:10~11 여러여러여러여러    날날날날    있있있있더더더더니니니니    한한한한    선지자선지자선지자선지자    아가아가아가아가보보보보라라라라    하는하는하는하는    이가이가이가이가    유대로부터유대로부터유대로부터유대로부터    내려내려내려내려와와와와    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    와와와와서서서서    바울의바울의바울의바울의    띠띠띠띠를를를를    가져다가가져다가가져다가가져다가    자기자기자기자기    수수수수족족족족을을을을    잡잡잡잡아아아아매매매매고고고고    말하기를말하기를말하기를말하기를, , , , ““““성성성성령령령령이이이이    말씀하시되말씀하시되말씀하시되말씀하시되, , , , ‘‘‘‘예루예루예루예루살렘살렘살렘살렘에서에서에서에서    유대인들이유대인들이유대인들이유대인들이    이같이이같이이같이이같이    이이이이    띠띠띠띠    임임임임자를자를자를자를    결결결결박박박박하여하여하여하여    이이이이방방방방인의인의인의인의    손손손손에에에에    넘겨넘겨넘겨넘겨    주리라주리라주리라주리라....’”’”’”’”    하거늘하거늘하거늘하거늘        행행행행 11:27~28  11:27~28  11:27~28  11:27~28 그그그그    때에때에때에때에    선지자들이선지자들이선지자들이선지자들이    예루예루예루예루살렘살렘살렘살렘에서에서에서에서    안디안디안디안디옥옥옥옥에에에에    이르니이르니이르니이르니    그그그그    중에중에중에중에    아가아가아가아가보보보보라라라라    하는하는하는하는    한한한한    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일어나일어나일어나일어나    성성성성령령령령으로으로으로으로    말하되말하되말하되말하되    천하가천하가천하가천하가    크크크크게게게게    흉흉흉흉년년년년    들리라들리라들리라들리라    하하하하더더더더니니니니    글글글글라우디오라우디오라우디오라우디오    때에때에때에때에    그그그그렇렇렇렇게게게게    되니라되니라되니라되니라....    굳굳굳굳게게게게    하고하고하고하고, , , , 격격격격려려려려하하하하며며며며, , , , 안위안위안위안위합합합합니다니다니다니다    선지자 사역은 굳세함과 격려, 안위를 가져다 줍니다. 고전고전고전고전 14:3  14:3  14:3  14:3 그러나그러나그러나그러나    예예예예언언언언하는하는하는하는    자는자는자는자는    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    말하여말하여말하여말하여    덕덕덕덕을을을을    세우며세우며세우며세우며    권권권권면면면면하며하며하며하며    안위안위안위안위하는하는하는하는    것이요것이요것이요것이요....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여 폐허를 재건했던 것과 꼭 같이, 오늘날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도록 그들을 끊임없이 격려하고, 동기 부여하며, 자극할 것입니다. 스스스스 5:1  5:1  5:1  5:1 선지자들선지자들선지자들선지자들    곧곧곧곧    선지자선지자선지자선지자    학학학학개개개개와와와와    잇잇잇잇도의도의도의도의    손자손자손자손자    스가스가스가스가랴랴랴랴가가가가    이스라이스라이스라이스라엘엘엘엘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이이이이름름름름을을을을    받들어받들어받들어받들어    유다유다유다유다와와와와    예루예루예루예루살렘살렘살렘살렘에에에에    거하는거하는거하는거하는    유다유다유다유다    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    예예예예언언언언하였하였하였하였더더더더니니니니    스스스스 6:14 6:14 6:14 6:14 유다유다유다유다    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    장로들이장로들이장로들이장로들이    선지자선지자선지자선지자    학학학학개개개개와와와와    잇잇잇잇도의도의도의도의    손자손자손자손자    스가스가스가스가랴랴랴랴의의의의    권권권권력력력력으로으로으로으로    인하여인하여인하여인하여    전전전전    건축건축건축건축할할할할    일이일이일이일이    형형형형통한지라통한지라통한지라통한지라    이스라이스라이스라이스라엘엘엘엘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명령명령명령명령과과과과    바사바사바사바사    왕왕왕왕    고고고고레레레레스스스스와와와와    다리오다리오다리오다리오와와와와    아아아아닥닥닥닥사스다의사스다의사스다의사스다의    조서를조서를조서를조서를    좇좇좇좇아아아아    전을전을전을전을    건축건축건축건축하며하며하며하며    필필필필역하되역하되역하되역하되    터를터를터를터를    닦고닦고닦고닦고, , , , 건립함건립함건립함건립함    선지자 사역은 지역 교회의 터를 닦는 일과 교회를 세우는 일, 이 두 가지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새로운 교회와 새로운 사역의 영적 기초를 놓는 일에 사도와 함께 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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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엡엡엡 2:20  2:20  2:20  2:20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사도들과사도들과사도들과사도들과    선지자들의선지자들의선지자들의선지자들의    터터터터    위에위에위에위에    세우심을세우심을세우심을세우심을    입은입은입은입은    자라자라자라자라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친친친친히히히히    모모모모퉁퉁퉁퉁이이이이    돌돌돌돌이이이이    되셨느니라되셨느니라되셨느니라되셨느니라…………    엡엡엡엡 3:5  3:5  3:5  3:5 이제이제이제이제    그의그의그의그의    거거거거룩룩룩룩한한한한    사도들과사도들과사도들과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선지자들에게선지자들에게선지자들에게    성성성성령령령령으로으로으로으로    나나나나타타타타내신내신내신내신    것같이것같이것같이것같이    다른다른다른다른    세세세세대에서는대에서는대에서는대에서는    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    아들들에게아들들에게아들들에게아들들에게    알알알알게게게게    하지하지하지하지    아니아니아니아니    하셨으니하셨으니하셨으니하셨으니…………    부르심을부르심을부르심을부르심을    확증시켜확증시켜확증시켜확증시켜    줌줌줌줌    선지자들은 사역 은사들을 확증하는 일과 그리고 안수를 통해 신자(信者) 들의 삶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사들을 풀어주며, 나누어 줄 경우에는 한 팀을 이루며 사역하고 있는 다른 장로들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팀 사역할 것입니다. 이런 특별한 사역 기간 동안, 선지자들은 예언적인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행행행행 13:1~3  13:1~3  13:1~3  13:1~3 안디안디안디안디옥옥옥옥    교회에교회에교회에교회에    선지자들과선지자들과선지자들과선지자들과    교사들이교사들이교사들이교사들이    있으니있으니있으니있으니    곧곧곧곧    바나바바나바바나바바나바와와와와    니게르라니게르라니게르라니게르라하는하는하는하는    시시시시므므므므온과온과온과온과    구구구구레네레네레네레네    사람사람사람사람    루기오루기오루기오루기오와와와와    분봉분봉분봉분봉왕왕왕왕    헤롯헤롯헤롯헤롯의의의의    젖젖젖젖동생동생동생동생    마나마나마나마나엔엔엔엔과과과과    및및및및    사울사울사울사울이라이라이라이라    주를주를주를주를    섬겨섬겨섬겨섬겨    금금금금식식식식할할할할    때에때에때에때에    성성성성령령령령이이이이    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 , , , ““““내가내가내가내가    불러불러불러불러    시키는시키는시키는시키는    일을일을일을일을    위하위하위하위하여여여여    바나바바나바바나바바나바와와와와    사울을사울을사울을사울을    따따따따로로로로    세우라세우라세우라세우라....””””    하시니하시니하시니하시니    이에이에이에이에    금금금금식식식식하며하며하며하며    기도하고기도하고기도하고기도하고    두두두두    사람사람사람사람에게에게에게에게    안수하여안수하여안수하여안수하여    보보보보내니라내니라내니라내니라....    딤딤딤딤전전전전 4:14  4:14  4:14  4:14 네네네네    속속속속에에에에    있는있는있는있는    은사은사은사은사    곧곧곧곧    장로장로장로장로    의회에서의회에서의회에서의회에서    안수안수안수안수    받을받을받을받을    때에때에때에때에    예예예예언언언언으로으로으로으로    말말말말미암미암미암미암아아아아    받은받은받은받은    것을것을것을것을    조심조심조심조심    없없없없이이이이    말며말며말며말며    다른다른다른다른    이들과이들과이들과이들과    함께함께함께함께    일함일함일함일함    선지자의 사역이 본래 그 사역 성격상 다소 주관적이기 때문에, 선지자는 성숙한 다른 장로들과 함께 사역할 때는 중요한 확인 사항과 균형을 미리 생각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몸을 보호하고, 속임에 대한 보호장치인 셈입니다.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작동되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고전고전고전고전 14:2 14:2 14:2 14:29999    예예예예언언언언하는하는하는하는    자는자는자는자는    둘이나둘이나둘이나둘이나    셋셋셋셋이나이나이나이나    말하고말하고말하고말하고    다른다른다른다른    이들은이들은이들은이들은    분분분분변변변변할할할할    것이요것이요것이요것이요....    
선지자는선지자는선지자는선지자는    성령의성령의성령의성령의    은사로은사로은사로은사로    사역함사역함사역함사역함                                                                                                                                                                            계시계시계시계시    은사들은사들은사들은사들    선지자는 성령의 계시 은사들을 정확하게 그리고 유창하게 구사할 것입니다. 계시 은사가 성령 충만한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해 역사할 수 있지만, 선지자 사역을 통해 나타나는 계시 은사들은 더 높은 차원의 정확성과 기름부음과 더 불어 더 유창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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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고전고전고전 12:7~10  12:7~10  12:7~10  12:7~10 각각각각    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    성성성성령령령령의의의의    나나나나타타타타남을남을남을남을    주심은주심은주심은주심은    유유유유익익익익하게하게하게하게    하려하려하려하려    하심이라하심이라하심이라하심이라    어어어어떤떤떤떤    이에게는이에게는이에게는이에게는    성성성성령령령령으로으로으로으로    말말말말미암미암미암미암아아아아    지지지지혜혜혜혜의의의의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 , , 어어어어떤떤떤떤    이에게는이에게는이에게는이에게는    같은같은같은같은    성성성성령령령령을을을을    따따따따라라라라    지지지지식식식식의의의의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 , , 다른다른다른다른    이에게는이에게는이에게는이에게는    같은같은같은같은    성성성성령령령령으로으로으로으로    믿음을믿음을믿음을믿음을, , , , 어어어어떤떤떤떤    이에게는이에게는이에게는이에게는    한한한한    성성성성령령령령으로으로으로으로    병병병병    고치는고치는고치는고치는    은사를은사를은사를은사를, , , , 어어어어떤떤떤떤    이에게는이에게는이에게는이에게는    능능능능력력력력    행함을행함을행함을행함을, , , , 어어어어떤떤떤떤    이에게는이에게는이에게는이에게는    예예예예언언언언함을함을함을함을, , , , 어어어어떤떤떤떤    이에게는이에게는이에게는이에게는    영영영영들들들들    분분분분별별별별함을함을함을함을, , , , 다른다른다른다른    이에게는이에게는이에게는이에게는    각각각각종종종종    방언방언방언방언    말함을말함을말함을말함을, , , , 어어어어떤떤떤떤    이에게는이에게는이에게는이에게는    방언방언방언방언들들들들    통역함을통역함을통역함을통역함을    주시나니주시나니주시나니주시나니    선지자는 앞으로 일어 날 일들에 관한 예언적인 말씀을 빈번하게 받아 사역할 것입니다. 
� 내적내적내적내적 음성음성음성음성(Inner Voice), 환환환환상상상상(Visions), 꿈꿈꿈꿈(Dreams) 그 지식은 내적 음성과 환상, 꿈 그리고 천사로부터 오는 메시지, 혹은 갑자기 임하는 인상(impression)으로 올 수 있습니다. 단단단단 2:1 2:1 2:1 2:19999    이에이에이에이에    이이이이    은밀한은밀한은밀한은밀한    것이것이것이것이    밤밤밤밤에에에에    이상으로이상으로이상으로이상으로    다니다니다니다니엘엘엘엘에게에게에게에게    나나나나타타타타나나나나    보보보보이이이이매매매매    다니다니다니다니엘엘엘엘이이이이    하늘에하늘에하늘에하늘에    계신계신계신계신    하나님을하나님을하나님을하나님을    찬찬찬찬송하니라송하니라송하니라송하니라....    행행행행 27:23~24  27:23~24  27:23~24  27:23~24 나의나의나의나의    속속속속한한한한    바바바바    곧곧곧곧    나의나의나의나의    섬섬섬섬기는기는기는기는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사자가사자가사자가사자가    어제어제어제어제    밤밤밤밤에에에에    내내내내    곁곁곁곁에에에에    서서서서서서서서    말하되말하되말하되말하되, , , , ‘‘‘‘바울아바울아바울아바울아, , , , 두려두려두려두려워워워워    말라말라말라말라;;;;    네네네네가가가가    가이사가이사가이사가이사    앞에앞에앞에앞에    서야서야서야서야    하하하하겠겠겠겠고고고고;;;;    또또또또    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하나님께서    너너너너와와와와    함께함께함께함께    행선하는행선하는행선하는행선하는    자를자를자를자를    다다다다    네네네네게게게게    주셨다주셨다주셨다주셨다....’’’’    하였으니하였으니하였으니하였으니    
� 경경경경배배배배 뒤뒤뒤뒤에에에에 따따따따라라라라 옴옴옴옴 종종 이 계시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잠길 때 뒤따라 옵니다. 계계계계 1:10a  1:10a  1:10a  1:10a 주의주의주의주의    날에날에날에날에    내가내가내가내가    성성성성령령령령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있있있었었었었을을을을    때때때때…………(역자 주: 한글 개역 성경에는 ‘성령에 감동하여’로 표현되어 있음) 계계계계 4:2a  4:2a  4:2a  4:2a 내가내가내가내가    곧곧곧곧    성성성성령령령령    안에안에안에안에    있있있있었더었더었더었더니니니니…………(역자 주: 한글 개역 성경에는 ‘성령에 감동하였더니’로 표현되어 있음) 계계계계 17:3a  17:3a  17:3a  17:3a 곧곧곧곧    성성성성령령령령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는있는있는있는    나를나를나를나를    광광광광야로야로야로야로    데리고데리고데리고데리고    가니라가니라가니라가니라....(역자 주: 한글 개역 성경에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로 표현되어 있음)        계계계계 21:10a  21:10a  21:10a  21:10a 성성성성령령령령    안에안에안에안에    있는있는있는있는((((역자역자역자역자    주주주주: : : : 한한한한글글글글    개역개역개역개역    성경에는성경에는성경에는성경에는 ‘성령으로’ 표현되어 있음)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 예상하지도예상하지도예상하지도예상하지도 않않않않았았았았던던던던 생각생각생각생각 왕왕, 예언이 주어질 때, 선지자는 성령에 의해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 육적(肉的)으로 전혀 알지 못하던 어떤 것들에 대해 자기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들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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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는 또 다른 경우로, 믿는 자나 혹은 선지자는 새롭고, 신선하며 창조적인 말들이나 구절들을 갑자기 자신의 영 속에서 들을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마치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사고(mind)에 주입되는 것 같아서, 이로 인해 우리의 육적인 생각 흐름(the natural thought processes)이 방해 될 때가 너무도 자주 있을 것입니다. 사사사사 30:21  30:21  30:21  30:21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우우우우편편편편으로으로으로으로    치우치든지치우치든지치우치든지치우치든지    좌편좌편좌편좌편으로으로으로으로    치우치든지치우치든지치우치든지치우치든지    네네네네    뒤뒤뒤뒤에서에서에서에서    말소리말소리말소리말소리가가가가    네네네네    귀귀귀귀에에에에    들려들려들려들려    이르기를이르기를이르기를이르기를, , , , ““““이것이이것이이것이이것이    정로정로정로정로((((正路正路正路正路))))니니니니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이리로이리로이리로이리로    행하라행하라행하라행하라....””””    할할할할    것이며것이며것이며것이며    발성발성발성발성    은사들은사들은사들은사들    선지자는 영감(靈感) 된 발성 은사들을 능숙 능란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구사할 것입니다. 
� 굳굳굳굳게게게게 하고하고하고하고, 덕덕덕덕을을을을 세움세움세움세움 선지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며, 교회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강하게 하다(strengthen)”, “덕을 세우다(edify)”는 말은 일으키다(erect), 쌓아 올리다(build up)는 뜻입니다. 고전고전고전고전 14:4~5  14:4~5  14:4~5  14:4~5 나는나는나는나는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다다다다    방언방언방언방언    말하기를말하기를말하기를말하기를    원원원원하나하나하나하나    특특특특별별별별히히히히    예예예예언언언언하기를하기를하기를하기를    원원원원하하하하노노노노라라라라;;;;    방언방언방언방언을을을을    말하는말하는말하는말하는    자가자가자가자가    만일만일만일만일    교회의교회의교회의교회의    덕덕덕덕을을을을    세우기세우기세우기세우기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통역하지통역하지통역하지통역하지    아니하아니하아니하아니하면면면면    예예예예언언언언하는하는하는하는    자만자만자만자만    못하니라못하니라못하니라못하니라....    
� 권권권권면면면면 함함함함(encourage) 선지자는 교회를 권면할 것입니다. 고전고전고전고전 14 14 14 14:3 :3 :3 :3 그러나그러나그러나그러나    예예예예언언언언하는하는하는하는    자는자는자는자는    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    말하여말하여말하여말하여    덕덕덕덕을을을을    세우며세우며세우며세우며    권권권권면면면면하며하며하며하며    안위안위안위안위하는하는하는하는    것이요것이요것이요것이요    “권면하다(encourage)”는 말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도록 부른다’는 의미의 헬라어 단어입니다. 선지자는 항상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도록 부를 것입니다. 
� 안위함안위함안위함안위함(comfort)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위할 것입니다. “안위하다(comfort)”는 말은 ‘누군가에 가까이 가서 이야기 하다’는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선지자는 가깝고도 친밀하며, 인격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역 함으로써 그들에게 안위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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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개 개인의 필요들과 그들 삶의 세세한 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관심과 바람을 가지고 계심을 계시해 줄 것입니다. 
� 지지지지식식식식의의의의 말씀말씀말씀말씀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으로 포화 상태가 되어야만 합니다. 예언의 가장 고차원적인 형태는 각 개인이 여태껏 얻으려고 했던 그 해답이 특정 성경 구절 형태로 각 개인에게 주어 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에게 예언될 때입니다. 잠잠잠잠 2:1~6  2:1~6  2:1~6  2:1~6 내내내내    아들아아들아아들아아들아    네네네네가가가가    만일만일만일만일    나의나의나의나의    말을말을말을말을    받으며받으며받으며받으며    나의나의나의나의    계계계계명명명명을을을을    네네네네게게게게    간직하며간직하며간직하며간직하며    네네네네    귀귀귀귀를를를를    지지지지혜혜혜혜에에에에    기울이며기울이며기울이며기울이며    네네네네    마음을마음을마음을마음을    명명명명철철철철에에에에    두며두며두며두며    지지지지식식식식을을을을    불러불러불러불러    구하며구하며구하며구하며    명명명명철철철철을을을을    얻얻얻얻으려고으려고으려고으려고    소리를소리를소리를소리를    높높높높이며이며이며이며    은을은을은을은을    구하는구하는구하는구하는    것같이것같이것같이것같이    그것을그것을그것을그것을    구하며구하며구하며구하며    감추감추감추감추인인인인    보배보배보배보배를를를를    찾찾찾찾는는는는    것같이것같이것같이것같이    그것을그것을그것을그것을    찾찾찾찾으으으으면면면면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    경경경경외외외외하기를하기를하기를하기를    깨달깨달깨달깨달으며으며으며으며    하나님을하나님을하나님을하나님을    알알알알게게게게    되리니되리니되리니되리니    대저대저대저대저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는는는는    지지지지혜혜혜혜를를를를    주시며주시며주시며주시며    지지지지식식식식과과과과    명명명명철철철철을을을을    그그그그    입에서입에서입에서입에서    내심이며내심이며내심이며내심이며…………    성령의 은사에 대한 완벽한 연구를 위해, A.L.과 Joyce Gill 이 함께 쓴 Supernatural Living Through The Gifts Of The Holy Spirit 을 권합니다. 
선지자는선지자는선지자는선지자는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재림을재림을재림을재림을    위해위해위해위해    길을길을길을길을    예비합니다예비합니다예비합니다예비합니다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초림 시(時)에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길을 예비하였던 것과 꼭 같이, 오늘날의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계계계계 10:7  10:7  10:7  10:7 일일일일곱곱곱곱째째째째    천사가천사가천사가천사가    소리소리소리소리    내는내는내는내는    날날날날    그그그그    나나나나팔팔팔팔을을을을    불게불게불게불게    될될될될    때에때에때에때에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비비비비밀밀밀밀이이이이    그그그그    종종종종    선지자들에게선지자들에게선지자들에게선지자들에게    전하신전하신전하신전하신    복음과복음과복음과복음과    같이같이같이같이    이루리라이루리라이루리라이루리라....    계계계계 11:15  11:15  11:15  11:15 일일일일곱곱곱곱째째째째    천사가천사가천사가천사가    나나나나팔팔팔팔을을을을    불불불불매매매매: : : : 하늘에하늘에하늘에하늘에    큰큰큰큰    음성들이음성들이음성들이음성들이    나서나서나서나서    가로되가로되가로되가로되, , , , ““““세세세세상상상상    나라가나라가나라가나라가    우리우리우리우리    주주주주와와와와    그그그그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나라가나라가나라가나라가    되어되어되어되어    그가그가그가그가    세세세세세세세세토토토토록록록록    왕왕왕왕    노릇노릇노릇노릇    하시하시하시하시리로다리로다리로다리로다!!!!””””    하니하니하니하니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의 계시와 의도한 바대로, 당신의 교회가 충만해 지도록 회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과 당신의 계획들, 그리고 마음에 정하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선지자 사역을 통해 계시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이선지자들이선지자들이선지자들이    제일제일제일제일    먼저먼저먼저먼저    듣듣듣듣습니다습니다습니다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신부인 교회가 예비될 수 있도록 모든 중요한 사건을 통해 예수님의 재림 사건들을 계시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의 계획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계시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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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암암암 3:7  3:7  3:7  3:7 주주주주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께서는께서는께서는께서는    자기의자기의자기의자기의    비비비비밀을밀을밀을밀을    그그그그    종종종종    선지자들에게선지자들에게선지자들에게선지자들에게    보보보보이지이지이지이지    아니하시아니하시아니하시아니하시고는고는고는고는    결코결코결코결코    행하심이행하심이행하심이행하심이    없없없없으시리라으시리라으시리라으시리라....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기기기기초초초초를를를를    놓놓놓놓음음음음    선지자 사역이 교회에 회복됨에 따라 새로운 기초들이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의 기초들은 더욱 견고해 질 것입니다.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들은 견고한 영적 기초 위에서 사도와 선지자들과 함께 사역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 전체는 새로운 차원의 성숙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사도 행전에서처럼, 강력한 군대인 신자(信者) 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를 것입니다. 요요요요 14:12  14:12  14:12  14:12 내가내가내가내가    진실로진실로진실로진실로    진실로진실로진실로진실로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이르이르이르이르노노노노니니니니    나를나를나를나를    믿는믿는믿는믿는    자는자는자는자는    나의나의나의나의    하는하는하는하는    일을일을일을일을    저도저도저도저도    할할할할    것이요것이요것이요것이요;;;;    또한또한또한또한    이이이이보보보보다다다다    큰큰큰큰    것도것도것도것도    하리니하리니하리니하리니    이는이는이는이는    내가내가내가내가    아버지께로아버지께로아버지께로아버지께로    감감감감이니라이니라이니라이니라....    마마마마 24:14  24:14  24:14  24:14 이이이이    천천천천국국국국    복음이복음이복음이복음이    모든모든모든모든    민민민민족족족족에게에게에게에게    증거되기증거되기증거되기증거되기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온온온온    세상에세상에세상에세상에    전파되리전파되리전파되리전파되리니니니니    그제야그제야그제야그제야    끝끝끝끝이이이이    오리라오리라오리라오리라....    
선지자들과선지자들과선지자들과선지자들과    관련된관련된관련된관련된    경고들경고들경고들경고들                                                                                                                                                                                                성경에는 선지자들(prophets)과 예언(prophecy)과 관련해서 셀 수 없이 많은 경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에 예언을 회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받아 들일 때, 우리는 그에 대한 경고들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선지자들을선지자들을선지자들을선지자들을    영영영영접접접접하라하라하라하라    첫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영접하고, 선지자로서 행하는 그들의 사역을 받아 들여야 한다고 듣습니다. 마마마마 10:41  10:41  10:41  10:41 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    이이이이름름름름으로으로으로으로    선지자를선지자를선지자를선지자를    영접영접영접영접하는하는하는하는    자는자는자는자는    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선지자의    상을상을상을상을    받을받을받을받을    것것것것이요이요이요이요    의인의의인의의인의의인의    이이이이름름름름으로으로으로으로    의인을의인을의인을의인을    영접영접영접영접하는하는하는하는    자는자는자는자는    의인의의인의의인의의인의    상을상을상을상을    받을받을받을받을    것이요것이요것이요것이요....    교회에 해(害)가 될까봐, 많은 선지자들은 그들의 본(本) 교회에서 잘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 교회에 가라고 보내심을 받았고, 그리고 참된 예언적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빈번히 그들의 말은 그 교회들부터 수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마마마 13:57  13:57  13:57  13:57 예수를예수를예수를예수를    배척배척배척배척한지라한지라한지라한지라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저희에게저희에게저희에게저희에게    말씀하시되말씀하시되말씀하시되말씀하시되    선지자가선지자가선지자가선지자가    자기자기자기자기    고고고고향향향향과과과과    자기자기자기자기    집집집집    외외외외에서는에서는에서는에서는    존존존존경을경을경을경을    받지받지받지받지    않음이않음이않음이않음이    없없없없느니라느니라느니라느니라    하시고하시고하시고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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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의 말을 듣는 것을 거부하는 것에 대해 우리는 경고를 습니다. 신신신신 18:1 18:1 18:1 18:19999    무릇무릇무릇무릇    그가그가그가그가    내내내내    이이이이름름름름으로으로으로으로    고하고하고하고하는는는는    내내내내    말을말을말을말을    듣듣듣듣지지지지    아니하는아니하는아니하는아니하는    자는자는자는자는    내게내게내게내게    벌벌벌벌을을을을    받을받을받을받을    것이요것이요것이요것이요....    거짓거짓거짓거짓    선지자들을선지자들을선지자들을선지자들을    주의하라주의하라주의하라주의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경고는 거짓 선지자들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 입니다. 이러한 경고들은 구약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렘렘렘렘 5:30~31  5:30~31  5:30~31  5:30~31 이이이이    땅에땅에땅에땅에    기기기기괴괴괴괴하고하고하고하고    놀놀놀놀라라라라운운운운    일이일이일이일이    있도다있도다있도다있도다: : : : 선지자들은선지자들은선지자들은선지자들은    거거거거짓짓짓짓을을을을    예예예예언언언언하하하하며며며며, , , , 제사장들은제사장들은제사장들은제사장들은    자기자기자기자기    권권권권력력력력으로으로으로으로    다스리며다스리며다스리며다스리며, , , , 내내내내    백백백백성은성은성은성은    그것을그것을그것을그것을    좋게좋게좋게좋게    여기니여기니여기니여기니;;;;    그그그그    결결결결국국국국에는에는에는에는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어어어어찌찌찌찌    하려느하려느하려느하려느냐냐냐냐????    렘렘렘렘 14:14  14:14  14:14  14:14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께서께서께서께서    내게내게내게내게    이르시되이르시되이르시되이르시되, , , , ““““선지자들이선지자들이선지자들이선지자들이    내내내내    이이이이름름름름으로으로으로으로    거거거거짓짓짓짓    예예예예언언언언을을을을    하도다하도다하도다하도다    나는나는나는나는    그들을그들을그들을그들을    보보보보내지내지내지내지    아니하였고아니하였고아니하였고아니하였고, , , , 그들에게그들에게그들에게그들에게    명명명명하거나하거나하거나하거나    이르지이르지이르지이르지    아니하였아니하였아니하였아니하였거늘거늘거늘거늘    그들이그들이그들이그들이    거거거거짓짓짓짓    계시계시계시계시와와와와    복술과복술과복술과복술과    허허허허탄한탄한탄한탄한    것과것과것과것과    자기자기자기자기    마음의마음의마음의마음의    속임속임속임속임으로으로으로으로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예예예예언언언언하도다하도다하도다하도다....””””    이런 경고들은 또한 신약 성경에서도 잘 기술 되어 있습니다. 마마마마 7:15  7:15  7:15  7:15 거거거거짓짓짓짓    선지자들을선지자들을선지자들을선지자들을    삼삼삼삼가라가라가라가라    양양양양의의의의    옷옷옷옷을을을을    입고입고입고입고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나아오나나아오나나아오나나아오나    속속속속에는에는에는에는    노노노노략략략략질질질질하는하는하는하는    이리라이리라이리라이리라....    마마마마 24:11  24:11  24:11  24:11 거거거거짓짓짓짓    선지자가선지자가선지자가선지자가    많이많이많이많이    일어나일어나일어나일어나    많은많은많은많은    사람을사람을사람을사람을    미미미미혹하게혹하게혹하게혹하게    하하하하겠겠겠겠으며으며으며으며    
� 잘잘잘잘못된못된못된못된 동기들동기들동기들동기들 많은 이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뻔뻔스럽게 행해 왔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개인적인 사귐 가운데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동기들로 예언을 하였습니다. 
� 사람이나사람이나사람이나사람이나 마술사를마술사를마술사를마술사를 섬섬섬섬기는기는기는기는 영영영영(Familiar Spirits) 몇몇 사람들은 사람이나 마술사를 섬기는 영들(familiar spirits)로부터 받은 것들을 예언 해 오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역사해야 합니다. 이는 중요한 일입니다. 영들 분별하는 은사가 역사하게 되면, 소위 그 계시들이나 예언들이라는 것들의 본래 정체가 사술들(witchcraft)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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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성성성령령령령님께님께님께님께 물어물어물어물어 보보보보라라라라 큰 표적과 기사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을 지라도, 먼저 우리는 성령님께서 성령님의 내적 증거(His inner witness)를 우리에게 주시도록 성령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큰 표적과 기사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을 지라도, 우리는 그 사역을 절대로 받아들여서는 아니 됩니다. 어떤 사람의 사역을 우리 스스로 분변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나 조심해야 합니다. 그 사람의 사역이 존경 받는 지도자들에 의해 수용되어 오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리 영의 내적 증거를 무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막막막막 13:22  13:22  13:22  13:22 거거거거짓짓짓짓    그리스도들과그리스도들과그리스도들과그리스도들과    거거거거짓짓짓짓    선지자들이선지자들이선지자들이선지자들이    일어나서일어나서일어나서일어나서    이적과이적과이적과이적과    기사를기사를기사를기사를    행하여행하여행하여행하여    할할할할    수만수만수만수만    있으있으있으있으면면면면    택하신택하신택하신택하신    백백백백성을성을성을성을    미미미미혹케혹케혹케혹케    하려하려하려하려    하리라하리라하리라하리라....    자제하라자제하라자제하라자제하라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에게 영 분별 은사를 활용하도록, 그리고 그들 스스로 자제(self-control)하도록 경고하십니다. 고전고전고전고전 14:32 14:32 14:32 14:32 예예예예언언언언하는하는하는하는    자들의자들의자들의자들의    영영영영이이이이    예예예예언언언언하는하는하는하는    자들에게자들에게자들에게자들에게    제제제제재재재재를를를를    받나니받나니받나니받나니    예언이 자기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나올지라도, 선지자의 영과 그 은사의 작동은 선지자 본인에 의해 통제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 지는 의사소통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깨끗하고 투명하며, 순전한 채널이 되기 위해서는, 즉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전적인 책임은 언제나 선지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예언을예언을예언을예언을    판단판단판단판단    함함함함                                                                                                                                                                                                                                            선지자를 판단할 때, 언제나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 보십시오. √√√√그그그그    예예예예언언언언이이이이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말씀과말씀과말씀과말씀과    일치합니까일치합니까일치합니까일치합니까????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결코 주시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은 성경의 저자인 성령님 자신과 충돌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그그그    예예예예언언언언이이이이    선선선선((((善善善善))))하며하며하며하며, , , , 정정정정죄죄죄죄하지하지하지하지    않는않는않는않는    영영영영((((靈靈靈靈))))으로으로으로으로    주어주어주어주어집집집집니까니까니까니까????    하나님께서는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실 때는, 개인적으로 다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관련된 당사자에게 안도(고통이나 근심, 불안의 경감)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우리를 정죄 가운데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에 이르는 것입니다. 



~ 76 ~ 

롬롬롬롬 8:34  8:34  8:34  8:34 누누누누가가가가    정정정정죄죄죄죄하리요하리요하리요하리요????    죽죽죽죽으실으실으실으실    뿐뿐뿐뿐    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    다시다시다시다시    살살살살아나신아나신아나신아나신    이는이는이는이는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예예예예수시니수시니수시니수시니    그는그는그는그는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    우우우우편편편편에에에에    계신계신계신계신    자요자요자요자요, , , , 우리를우리를우리를우리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간구하시는간구하시는간구하시는간구하시는    자시니라자시니라자시니라자시니라....    √√√√그그그그    사사사사람의람의람의람의    예예예예언언언언이이이이    성성성성취취취취됩됩됩됩니까니까니까니까????    신신신신 18:22  18:22  18:22  18:22 …………만일만일만일만일    선지자가선지자가선지자가선지자가    있어서있어서있어서있어서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의의의의    이이이이름름름름으로으로으로으로    말한말한말한말한    일에일에일에일에    증증증증험험험험도도도도    없없없없고고고고    성성성성취취취취함도함도함도함도    없없없없으으으으면면면면    이는이는이는이는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의의의의    말씀하신말씀하신말씀하신말씀하신    것이것이것이것이    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그그그그    선지자가선지자가선지자가선지자가    방방방방자히자히자히자히    한한한한    말이니말이니말이니말이니;;;;    너는너는너는너는    그를그를그를그를    두려두려두려두려워워워워    말지니라말지니라말지니라말지니라....    √그 선지자나 그 여 선지자가 경건하며,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삽니까? 렘렘렘렘 23:15~16  23:15~16  23:15~16  23:15~16 그러그러그러그러므므므므로로로로    만만만만군군군군의의의의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    내가내가내가내가    선지자에선지자에선지자에선지자에    대하여대하여대하여대하여    이같이이같이이같이이같이    말하말하말하말하노노노노라라라라: : : : ‘‘‘‘보보보보라라라라, , , , 내가내가내가내가    그들에게그들에게그들에게그들에게    쑥쑥쑥쑥을을을을    먹먹먹먹이며이며이며이며    독독독독한한한한    물을물을물을물을    마시우리니마시우리니마시우리니마시우리니;;;;    이는이는이는이는    사사사사악악악악이이이이    예루예루예루예루살렘살렘살렘살렘    선지자들선지자들선지자들선지자들에게로서에게로서에게로서에게로서    나나나나와와와와서서서서    온온온온    땅에땅에땅에땅에    퍼짐퍼짐퍼짐퍼짐이라이라이라이라....’’’’    하시니라하시니라하시니라하시니라    만만만만군군군군의의의의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께서께서께서께서    이같이이같이이같이이같이    말씀하시되말씀하시되말씀하시되말씀하시되: : : :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예예예예언언언언하는하는하는하는    선지자들의선지자들의선지자들의선지자들의    말을말을말을말을    듣듣듣듣지지지지    말라말라말라말라    그그그그들은들은들은들은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헛헛헛헛된된된된    것을것을것을것을    가르치나니가르치나니가르치나니가르치나니;;;;    그들의그들의그들의그들의    말한말한말한말한    묵묵묵묵시는시는시는시는    자기자기자기자기    마음으로마음으로마음으로마음으로    말말말말미암미암미암미암은은은은    것이요것이요것이요것이요, , , ,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의의의의    입에서입에서입에서입에서    나온나온나온나온    것이것이것이것이    아니니라아니니라아니니라아니니라....””””    √이 예언과 관련해, 성령께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 증거하십니까? 요일요일요일요일 2:20~21  2:20~21  2:20~21  2:20~21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거거거거룩룩룩룩하신하신하신하신    자에게서자에게서자에게서자에게서    기기기기름름름름    부음을부음을부음을부음을    받고받고받고받고    모든모든모든모든    것을것을것을것을    아느니아느니아느니아느니라라라라    내가내가내가내가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쓴쓴쓴쓴    것은것은것은것은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진리를진리를진리를진리를    알알알알지지지지    못함을못함을못함을못함을    인함이인함이인함이인함이    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앎앎앎앎을을을을    인함이요인함이요인함이요인함이요    또또또또    모든모든모든모든    거거거거짓짓짓짓은은은은    진리에서진리에서진리에서진리에서    나지나지나지나지    않음을않음을않음을않음을    인함이니라인함이니라인함이니라인함이니라....    √이것이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되었습니까? 고고고고후후후후 13:1  13:1  13:1  13:1 내가내가내가내가    이제이제이제이제    세세세세    번번번번째째째째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갈갈갈갈    터이니터이니터이니터이니    ““““두세두세두세두세    증인의증인의증인의증인의    입으로입으로입으로입으로    말마말마말마말마다다다다    확확확확정하리라정하리라정하리라정하리라....””””    
문문문문    제제제제                                                                                                                                                                                                                                                                                1. 선지자의 사역이 믿는 자들을 위해 어떤 일들을 하는지 적어도 세가지 정도 말씀해 보십시오.   2. 예언적인 말과 메시지가 선지자나 혹은 예언을 하는 신자(信者) 개인에게 어떤 식으로 임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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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7  7  7  7 과과과과    

복음복음복음복음 전하는전하는전하는전하는 자의자의자의자의 사역사역사역사역 엡엡엡엡 4:11 4:11 4:11 4:11 그가그가그가그가    혹은혹은혹은혹은    사도로사도로사도로사도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선지자로선지자로선지자로선지자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복음복음복음복음    전하는전하는전하는전하는    자로자로자로자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목목목목사사사사와와와와    교사로교사로교사로교사로    주셨으니주셨으니주셨으니주셨으니    …………    행행행행 21:8  21:8  21:8  21:8 이이이이튿튿튿튿날날날날    떠나떠나떠나떠나    가이사가이사가이사가이사랴랴랴랴에에에에    이르러이르러이르러이르러    일일일일곱곱곱곱    집집집집사사사사    중중중중    하나인하나인하나인하나인    전도자전도자전도자전도자    빌빌빌빌립의립의립의립의    집집집집에에에에    들어가서들어가서들어가서들어가서    유하니라유하니라유하니라유하니라....    딤후딤후딤후딤후 4:5  4:5  4:5  4:5 그러나그러나그러나그러나    너는너는너는너는    모든모든모든모든    일에일에일에일에    근근근근신하여신하여신하여신하여    고고고고난난난난을을을을    받으며받으며받으며받으며    전도인의전도인의전도인의전도인의    일을일을일을일을    하며하며하며하며    네네네네    직직직직무무무무를를를를    다하라다하라다하라다하라....    
서서서서    론론론론                                                                                                                                                                                                                                                                                복음 전하는 자는 오늘날 하나님의 군대에서 최전방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보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고 싶은 불타는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 전화는 자는 이 세계의 잃어 버린 영혼들에게 계속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심령(heart)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결코 자신의 지역 교회의 편안한 담장 안에 머무르며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나 잃어 버린 영혼들에게 가려고 합니다. 그곳이 자신이 속한 도시가 됐던 아니면 땅 끝이 되었던 간에 말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는 예수를 증거하며, 사람들에게 예수에 관하여 전파합니다. 표적과 기사 그리고 병 고치는 기적들이 그의 일상 생활과 사역에서 확연히 나타납니다. 주께서 그와 함께 역사하사 주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십니다. 신약에서 진정한 의미의 복음 전하는 자는 영혼 구원을 위해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 뿐 만 아니라, 기적을 통한 복음 전파(miracle evangelism)를 위해 다른 신자(信者) 들을 훈련시키며, 복음 전파 사역자로 그들을 동원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관련합니다. 전통적인 많은 패턴들과는 대조적으로, 복음 전하는 자는 지역 교회에서 전도 집회(evangelistic meetings)를 열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복음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 일하고 있는 길거리나, 시장, 마을 혹은 정글로 나갑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자신의 지역 교회에 있을 때는, 지역 복음 전파와 국가와 세계 복음전파의 비젼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는 사역을 합니다. 또한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들에 다가가 기적을 통해 예수의 복음을 전파할 지 교회 내 신자(信者)들을 훈련시키는 시역도 합니다. 



~ 78 ~ 

복음 전하는 자는 신자들에게 효과적인 개인 전도 방법들(methods)을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그는 병든 사람을 어떻게 고치며, 억눌린 자들을 어떻게 자유게 하는지 신자(信者)들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그는 복음 전파 팀들을 동원해서 잃어 버린 영혼들에게 가도록 할 것입니다. 그는 거리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파할 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 삶 속에서 잃어 버린 영혼들 개개인에게 다가가 유능하게 전도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잃어 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다방면으로 전하기 위해 이용 가능한 모든 현대의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들(tools)과 교통편을 이용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구상(concept)에 전념할 것입니다. 그는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잃어 버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적을 통해 확증시켜 주시기를 기대할 것이며, 또한 경험할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모든 믿는 자의 사역이자 책임이지만, 복음 전하는 자는 이 분야에 있어 더 고차원적인 기름부음으로 행합니다. 그는 복음 전파에 있어 전문가입니다. 그의 주된 책임은 모든 믿는 자들을 준비시켜 복음 전파의 사역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헬라어헬라어헬라어헬라어    단어들의단어들의단어들의단어들의    뜻뜻뜻뜻                                                                                                                                                                                                                            복음 전하는 자와 그의 사역과 관련해서 3 개의 헬라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3 개의 단어 모두는 같은 어근(語根)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영어 “evangelist”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기원한 것입니다. 유유유유앙겔앙겔앙겔앙겔리조리조리조리조((((EEEEuaggeliuaggeliuaggeliuaggelizzzzo) o) o) o) –––– 사역사역사역사역(The Ministr(The Ministr(The Ministr(The Ministryyyy))))    “유앙겔리조(Euaggelizo)”라는 말은 ‘사역’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좋은 소식이나 기쁜 소식을 알리다 입니다.  이 단어는 복음 전하는 자의 사역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포함해서 신약 성경에서 빈번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 예수님의예수님의예수님의예수님의 사역사역사역사역 눅눅눅눅 4:18  4:18  4:18  4:18 주의주의주의주의    성성성성령령령령이이이이    내게내게내게내게    임임임임하셨으니하셨으니하셨으니하셨으니    이는이는이는이는    가가가가난난난난한한한한    자에게자에게자에게자에게    복음을복음을복음을복음을    전하게전하게전하게전하게    하하하하시려고시려고시려고시려고    내게내게내게내게    기기기기름름름름을을을을    부으시고부으시고부으시고부으시고, , , , 나를나를나를나를    보보보보내사내사내사내사    포포포포로된로된로된로된    자에게자에게자에게자에게    자유를자유를자유를자유를, , , , 눈먼눈먼눈먼눈먼    자에자에자에자에게게게게    다시다시다시다시    보보보보게게게게    함을함을함을함을    전파하며전파하며전파하며전파하며    눌눌눌눌린린린린    자를자를자를자를    자유케자유케자유케자유케    하고하고하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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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사의천사의천사의천사의 사역사역사역사역 눅눅눅눅 1:1 1:1 1:1 1:19999    천사가천사가천사가천사가    대대대대답답답답하여하여하여하여    가로되가로되가로되가로되, , , , ““““나는나는나는나는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    앞앞앞앞에에에에    섰섰섰섰는는는는    가가가가브브브브리리리리엘엘엘엘이라이라이라이라    이이이이    좋은좋은좋은좋은    소소소소식식식식을을을을    전하여전하여전하여전하여    네네네네게게게게    말하라고말하라고말하라고말하라고    보보보보내심을내심을내심을내심을    입입입입었노었노었노었노라라라라....””””    눅눅눅눅 2:10  2:10  2:10  2:10 천사가천사가천사가천사가    이르되이르되이르되이르되, , , , ““““무무무무서서서서워워워워    말라말라말라말라    보보보보라라라라    내가내가내가내가    온온온온    백백백백성에게성에게성에게성에게    미미미미칠칠칠칠    큰큰큰큰    기기기기쁨쁨쁨쁨의의의의    좋은좋은좋은좋은    소소소소식식식식을을을을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전하전하전하전하노노노노라라라라....””””    
� 셰셰셰셰례례례례 요한의요한의요한의요한의 사역사역사역사역 눅눅눅눅 3:18  3:18  3:18  3:18 또또또또    기기기기타타타타    여러여러여러여러    가지로가지로가지로가지로    권하여권하여권하여권하여    백백백백성에게성에게성에게성에게    좋은좋은좋은좋은    소소소소식식식식을을을을    전하였으나전하였으나전하였으나전하였으나    
� 초초초초대대대대 교회교회교회교회 때의때의때의때의 신자들의신자들의신자들의신자들의 사역사역사역사역 행행행행 8:4  8:4  8:4  8:4 그그그그    흩흩흩흩어진어진어진어진    사람들이사람들이사람들이사람들이    두루두루두루두루    다니며다니며다니며다니며    복음의복음의복음의복음의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전할전할전할전할새새새새    
� 빌빌빌빌립의립의립의립의 사역사역사역사역 행행행행 8:12  8:12  8:12  8:12 빌빌빌빌립이립이립이립이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    나라나라나라나라와와와와    및및및및    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이이이이름름름름에에에에    관관관관하여하여하여하여    전도함을전도함을전도함을전도함을    저희가저희가저희가저희가    믿고믿고믿고믿고    남남남남녀녀녀녀가가가가    다다다다    세세세세례례례례를를를를    받으니받으니받으니받으니    행행행행 8:35  8:35  8:35  8:35 빌빌빌빌립이립이립이립이    입을입을입을입을    열어열어열어열어    이이이이    글글글글에서에서에서에서    시시시시작작작작하여하여하여하여    예수를예수를예수를예수를    가르가르가르가르쳐쳐쳐쳐    복음을복음을복음을복음을    전하니전하니전하니전하니    
� 베베베베드드드드로로로로와와와와 요한의요한의요한의요한의 사역사역사역사역 행행행행 8:25  8:25  8:25  8:25 두두두두    사도가사도가사도가사도가    주의주의주의주의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증거하여증거하여증거하여증거하여    말한말한말한말한    후후후후    예루예루예루예루살렘살렘살렘살렘으로으로으로으로    돌돌돌돌아아아아갈갈갈갈새새새새    사사사사마리아인의마리아인의마리아인의마리아인의    여러여러여러여러    촌촌촌촌에서에서에서에서    복음을복음을복음을복음을    전하니라전하니라전하니라전하니라....    
� 바울의바울의바울의바울의 사역사역사역사역 행행행행 13:32  13:32  13:32  13:32 우리도우리도우리도우리도    조상들에게조상들에게조상들에게조상들에게    주신주신주신주신    약속약속약속약속을을을을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전파하전파하전파하전파하노노노노니니니니    고고고고후후후후 10:16  10:16  10:16  10:16 이는이는이는이는    남의남의남의남의    한계한계한계한계    안에안에안에안에    예예예예비비비비한한한한    것으로것으로것으로것으로    자랑하지자랑하지자랑하지자랑하지    아니하고아니하고아니하고아니하고    너희너희너희너희    지경지경지경지경을을을을    넘넘넘넘어어어어    복음을복음을복음을복음을    전하려전하려전하려전하려    함이라함이라함이라함이라....    엡엡엡엡 3:8  3:8  3:8  3:8 모든모든모든모든    성도성도성도성도    중에중에중에중에    지극히지극히지극히지극히    작작작작은은은은    자자자자보보보보다다다다    더더더더    작작작작은은은은    나에게나에게나에게나에게    이이이이    은은은은혜혜혜혜를를를를    주신주신주신주신    것은것은것은것은    측측측측량할량할량할량할    수수수수    없없없없는는는는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풍성을풍성을풍성을풍성을    이이이이방방방방인에게인에게인에게인에게    전하게전하게전하게전하게    하시고하시고하시고하시고…………    
� 모든모든모든모든 믿는믿는믿는믿는 자들의자들의자들의자들의 사역사역사역사역 롬롬롬롬 10:15  10:15  10:15  10:15 보보보보내심을내심을내심을내심을    받지받지받지받지    아니하였으아니하였으아니하였으아니하였으면면면면    어어어어찌찌찌찌    전파하리요전파하리요전파하리요전파하리요????    기록된기록된기록된기록된    바바바바: : : : ““““아아아아름답름답름답름답도다도다도다도다    좋은좋은좋은좋은    소소소소식식식식을을을을    전하는전하는전하는전하는    자들의자들의자들의자들의    발발발발이여이여이여이여    함과함과함과함과    같으니라같으니라같으니라같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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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유유앙겔앙겔앙겔앙겔리리리리온온온온((((EEEEuaggelion) uaggelion) uaggelion) uaggelion) ––––     메메메메시지시지시지시지(The Message)(The Message)(The Message)(The Message)    “유앙겔리온(Euaggelion)”이라는 말은 메시지를 일컫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복음 혹은 좋은 메시지입니다. 이 단어는 복음 전하는 자가 전하는 메시지를 묘사하는 말입니다. 좋은 소식으로 일컬어 질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좋은 소식에 적용되는 말입니다. 
� 천천천천국국국국(Kingdom) 복음복음복음복음 마마마마 24:14  24:14  24:14  24:14 이이이이    천천천천국국국국    복음이복음이복음이복음이    모든모든모든모든    민민민민족족족족에게에게에게에게    증거증거증거증거    되기되기되기되기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온온온온    세상에세상에세상에세상에    전파되전파되전파되전파되리니리니리니리니    그제야그제야그제야그제야    끝끝끝끝이이이이    오리라오리라오리라오리라....    
�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 은은은은혜혜혜혜의의의의 복음복음복음복음 행행행행 20:24  20:24  20:24  20:24 나의나의나의나의    달달달달려려려려갈갈갈갈    길길길길과과과과    주주주주    예수께예수께예수께예수께    받은받은받은받은    사사사사명명명명    곧곧곧곧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은은은은혜혜혜혜의의의의    복음복음복음복음    증증증증거하는거하는거하는거하는    일을일을일을일을    마치려마치려마치려마치려    함에는함에는함에는함에는    나의나의나의나의    생생생생명명명명을을을을    조금도조금도조금도조금도    귀귀귀귀한한한한    것으로것으로것으로것으로    여기지여기지여기지여기지    아니하아니하아니하아니하노노노노라라라라....    
�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 능능능능력력력력의의의의 복음복음복음복음 롬롬롬롬 1:16  1:16  1:16  1:16 내가내가내가내가    복음을복음을복음을복음을    부부부부끄끄끄끄러러러러워워워워하지하지하지하지    아니아니아니아니    하하하하노노노노니니니니    이이이이    복음은복음은복음은복음은    모든모든모든모든    믿는믿는믿는믿는    자에게자에게자에게자에게    구구구구원원원원을을을을    주시는주시는주시는주시는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능능능능력력력력이이이이    됨됨됨됨이라이라이라이라    첫째는첫째는첫째는첫째는    유대인에게요유대인에게요유대인에게요유대인에게요    또한또한또한또한    헬헬헬헬라인에게라인에게라인에게라인에게로다로다로다로다....    
� 구구구구원원원원의의의의 복음복음복음복음 엡엡엡엡 1:13  1:13  1:13  1:13 그그그그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너희도너희도너희도너희도    진리의진리의진리의진리의    말씀말씀말씀말씀    곧곧곧곧    너희의너희의너희의너희의    구구구구원원원원의의의의    복음을복음을복음을복음을    듣듣듣듣고고고고    그그그그    안안안안에서에서에서에서    또한또한또한또한    믿어믿어믿어믿어    약속약속약속약속의의의의    성성성성령령령령으로으로으로으로    인치심을인치심을인치심을인치심을    받받받받았았았았으니으니으니으니…………    유유유유앙겔앙겔앙겔앙겔리스리스리스리스테테테테스스스스((((EEEEuaggelistes) uaggelistes) uaggelistes) uaggelistes) ––––     사자사자사자사자(The Me(The Me(The Me(The Messenger)ssenger)ssenger)ssenger)    “유앙겔리스테스(Euaggelistes)”라는 단어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전파자 혹은 사자(使者)입니다.  이 단어는 사람을 묘사하며, 대개 복음 전하는 자(evangelist)로 번역됩니다. 에베소서 4 장에서 5 중 사역 은사 중 한 사람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으며, “복음 전하는 자”인 빌립을 설명할 때도 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디모데에게 “전도인의 일을 하라”고 하는 바울의 가르침에서도 그 용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엡엡엡엡 4:11  4:11  4:11  4:11 그가그가그가그가    혹은혹은혹은혹은    사도로사도로사도로사도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선지자로선지자로선지자로선지자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복음복음복음복음    전하는전하는전하는전하는    자로자로자로자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목목목목사사사사와와와와    교사로교사로교사로교사로    주셨으니주셨으니주셨으니주셨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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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행행행 21:8  21:8  21:8  21:8 이이이이튿튿튿튿날날날날    떠나떠나떠나떠나    가이사가이사가이사가이사랴랴랴랴에에에에    이르러이르러이르러이르러    일일일일곱곱곱곱    집집집집사사사사    중중중중    하나인하나인하나인하나인    전도자전도자전도자전도자    빌빌빌빌립의립의립의립의    집집집집에에에에    들어가서들어가서들어가서들어가서    유하니라유하니라유하니라유하니라....    딤후딤후딤후딤후 4:5  4:5  4:5  4:5 그러나그러나그러나그러나    너는너는너는너는    모든모든모든모든    일에일에일에일에    근근근근신하여신하여신하여신하여    고고고고난난난난을을을을    받으며받으며받으며받으며    전도인의전도인의전도인의전도인의    일을일을일을일을    하며하며하며하며    네네네네    직직직직무무무무를를를를    다하라다하라다하라다하라....    
복음복음복음복음    전하는전하는전하는전하는    자로서자로서자로서자로서    예수님의예수님의예수님의예수님의    사역사역사역사역                                                                                                                                                                    이사야가이사야가이사야가이사야가    예언하였음예언하였음예언하였음예언하였음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예언되었습니다. 사사사사 61:1  61:1  61:1  61:1 주주주주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의의의의    신이신이신이신이    내게내게내게내게    임임임임하였으니하였으니하였으니하였으니, , , , 이는이는이는이는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께서께서께서께서    내게내게내게내게    기기기기름름름름을을을을    부부부부으사으사으사으사    가가가가난난난난한한한한    자에게자에게자에게자에게    아아아아름름름름다다다다운운운운    소소소소식식식식을을을을    전하게전하게전하게전하게    하려하려하려하려    하심이라하심이라하심이라하심이라    나를나를나를나를    보보보보내사내사내사내사    마음마음마음마음이이이이    상한상한상한상한    자를자를자를자를    고치며고치며고치며고치며    포포포포로로로로    된된된된    자에게자에게자에게자에게    자유를자유를자유를자유를, , , , 갇힌갇힌갇힌갇힌    자에게자에게자에게자에게    놓임놓임놓임놓임을을을을    전파하며전파하며전파하며전파하며…………    예수님에예수님에예수님에예수님에    의해의해의해의해    확증확증확증확증    됨됨됨됨        예수님께서 당신의 초기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여 읽으셨습니다. 눅눅눅눅 4:18~1 4:18~1 4:18~1 4:18~19999    주의주의주의주의    성성성성령령령령이이이이    내게내게내게내게    임임임임하셨으니하셨으니하셨으니하셨으니    이는이는이는이는    가가가가난난난난한한한한    자에게자에게자에게자에게    복음을복음을복음을복음을    전하게전하게전하게전하게    하시려고하시려고하시려고하시려고    내게내게내게내게    기기기기름름름름을을을을    부으시고부으시고부으시고부으시고    나를나를나를나를    보보보보내사내사내사내사    포포포포로로로로    된된된된    자에게자에게자에게자에게    자유를자유를자유를자유를, , , , 눈먼눈먼눈먼눈먼    자자자자에게에게에게에게    다시다시다시다시    보보보보게게게게    함을함을함을함을    전파하며전파하며전파하며전파하며    눌눌눌눌린린린린    자를자를자를자를    자유케자유케자유케자유케    하고하고하고하고    주의주의주의주의    은은은은혜혜혜혜의의의의    해를해를해를해를    전파전파전파전파하게하게하게하게    하려하려하려하려    하심이라하심이라하심이라하심이라    하였하였하였하였더더더더라라라라....    6666가지가지가지가지    특특특특징들징들징들징들    이 성경 구절에 따르면, 복음 전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특징 지워 주는 것들이 6 가지가 있었습니다. 

�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 함 
� 마음이 상한 자(the brokenhearted)를 고침 
�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전파 함  
�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함 
� 눌린 자를 자유게 함 
� 주의 은혜의 해(the acceptable year of the Lord)를 전파 함 (“주의 은혜의 해”는 모든 묶인 자들과 빚진 자들이 풀려나는 때인 “희년(Year of Jubilee)”을 가리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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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복음복음복음    전하는전하는전하는전하는    자이신자이신자이신자이신    예수님예수님예수님예수님    누가 복음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대로 복음 전하는 자로서 자신의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눅눅눅눅 4:43  4:43  4:43  4:43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이르시되이르시되이르시되이르시되, , , , ““““내가내가내가내가    다른다른다른다른    동동동동네네네네에서도에서도에서도에서도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나라나라나라나라    복음을복음을복음을복음을    전하여야전하여야전하여야전하여야    하리니하리니하리니하리니    나는나는나는나는    이이이이    일로일로일로일로    보보보보내심을내심을내심을내심을    입입입입었노었노었노었노라라라라....””””    하시고하시고하시고하시고    눅눅눅눅 7:22  7:22  7:22  7:22 대대대대답답답답하여하여하여하여    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 , , ,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가서가서가서가서    보보보보고고고고    들은들은들은들은    것을것을것을것을    요한에게요한에게요한에게요한에게    고하되고하되고하되고하되    소경이소경이소경이소경이    보보보보며며며며    앉앉앉앉은은은은뱅뱅뱅뱅이가이가이가이가    걸걸걸걸으며으며으며으며    문문문문둥둥둥둥이가이가이가이가    깨끗깨끗깨끗깨끗함을함을함을함을    받으며받으며받으며받으며    귀귀귀귀머거리가머거리가머거리가머거리가    들으며들으며들으며들으며    죽죽죽죽은은은은    자가자가자가자가    살살살살아나며아나며아나며아나며    가가가가난난난난한한한한    자에게자에게자에게자에게    복음이복음이복음이복음이    전파된다전파된다전파된다전파된다....””””    하라하라하라하라....    눅눅눅눅 8:1  8:1  8:1  8:1 이이이이후후후후에에에에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각각각각    성과성과성과성과    촌촌촌촌에에에에    두루두루두루두루    다니시며다니시며다니시며다니시며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나라를나라를나라를나라를    반반반반포포포포하하하하시며시며시며시며    그그그그    복음을복음을복음을복음을    전하전하전하전하실실실실새새새새    열두열두열두열두    제자가제자가제자가제자가    함께함께함께함께    하였고하였고하였고하였고…………    눅눅눅눅 20:1  20:1  20:1  20:1 하루는하루는하루는하루는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성전에서성전에서성전에서성전에서    백백백백성을성을성을성을    가르치시며가르치시며가르치시며가르치시며    복음을복음을복음을복음을    전하실전하실전하실전하실    새새새새    대제대제대제대제사장들과사장들과사장들과사장들과    서기관들이서기관들이서기관들이서기관들이    장로들과장로들과장로들과장로들과    함께함께함께함께    가까이가까이가까이가까이    와와와와서서서서…………    본본본본((((本本本本) ) ) ) 혹은혹은혹은혹은    모형모형모형모형((((PPPPattern)attern)attern)attern)으로서의으로서의으로서의으로서의    예수님예수님예수님예수님    4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의 복음 전하는 자의 사역에 대한 모형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을 목도하게 됩니다. 마마마마    9999:35 :35 :35 :35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모든모든모든모든    성과성과성과성과    촌촌촌촌에에에에    두루두루두루두루    다니사다니사다니사다니사    저희저희저희저희    회당에서회당에서회당에서회당에서    가르치시며가르치시며가르치시며가르치시며    천천천천국국국국    복음을복음을복음을복음을    전파하시며전파하시며전파하시며전파하시며    모든모든모든모든    병병병병과과과과    모든모든모든모든    약약약약한한한한    것을것을것을것을    고치시니라고치시니라고치시니라고치시니라....    마마마마 11:5  11:5  11:5  11:5 소경이소경이소경이소경이    보보보보며며며며;;;;    앉앉앉앉은은은은뱅뱅뱅뱅이가이가이가이가    걸걸걸걸으며으며으며으며;;;;    문문문문둥둥둥둥이가이가이가이가    깨끗깨끗깨끗깨끗함을함을함을함을    받으며받으며받으며받으며;;;;    귀귀귀귀머거머거머거머거리가리가리가리가    들으며들으며들으며들으며;;;;    죽죽죽죽은은은은    자가자가자가자가    살살살살아나며아나며아나며아나며;;;;    가가가가난난난난한한한한    자에게자에게자에게자에게    복음이복음이복음이복음이    전파된다전파된다전파된다전파된다    하라하라하라하라....    복음 전하는 자의 사역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계획과 목적에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복음복음복음    전하는전하는전하는전하는    자로의자로의자로의자로의    부르심부르심부르심부르심                                                                                                                                                                                                특별특별특별특별한한한한    부르심부르심부르심부르심    다른 5 중 사역자 들과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부르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 부르심은 선지자들의 선지자적 사역과 사도들 그리고 다른 장로들에 의해 확증될 것입니다. 그리고 장로들의 모임에서 안수 받음으로 주어 질 것입니다. 이 사역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 올바로 인식될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 전하는 자는 지역 교회 내의 신자(信者) 들에 의해서 인식되어야만 합니다. 그는 재정적 지원과 기도 후원을 지역 교회로부터 받아야만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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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그 지역 교회에서 다른 지역으로 보내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신자들에신자들에신자들에신자들에    대한대한대한대한    부르심부르심부르심부르심    복음 전하는 자와 같은 특별한 사역 은사가 있을지라도, 바울이 디모데를 가르쳤던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이 복음 전하는 자의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딤후딤후딤후딤후 4:5  4:5  4:5  4:5 그러나그러나그러나그러나    너는너는너는너는    모든모든모든모든    일에일에일에일에    근근근근신하여신하여신하여신하여    고고고고난난난난을을을을    받으며받으며받으며받으며    전도인의전도인의전도인의전도인의    일을일을일을일을    하며하며하며하며    네네네네    직직직직무무무무를를를를    다하라다하라다하라다하라....    모든 믿는 자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행행행행 1:8  1:8  1:8  1:8 오직오직오직오직    성성성성령령령령이이이이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임임임임하시하시하시하시면면면면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권능을권능을권능을권능을    받고받고받고받고    예루예루예루예루살렘살렘살렘살렘과과과과    온온온온    유유유유대대대대와와와와    사마리아사마리아사마리아사마리아    땅땅땅땅    끝끝끝끝까지까지까지까지    이르러이르러이르러이르러    내내내내    증인이증인이증인이증인이    되리라되리라되리라되리라    하시니라하시니라하시니라하시니라....    모든 믿는 자가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복음 전하는 자는 복음전파를 위한 특별한 기름부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복음 전파 사역 분야에 있어 훨씬 더 숙련됨이 있을 것입니다. 우선우선우선우선, , , , 집사로집사로집사로집사로    행행행행 6:1~6  6:1~6  6:1~6  6:1~6 그때에그때에그때에그때에    제자가제자가제자가제자가    더더더더    많아졌는데많아졌는데많아졌는데많아졌는데    헬헬헬헬라파라파라파라파    유대인들이유대인들이유대인들이유대인들이    자기의자기의자기의자기의    과부들이과부들이과부들이과부들이    그그그그    매매매매일일일일    구제에구제에구제에구제에    빠지빠지빠지빠지므므므므로로로로    히히히히브브브브리파리파리파리파    사람을사람을사람을사람을    원망원망원망원망한대한대한대한대    열두열두열두열두    사도가사도가사도가사도가    모든모든모든모든    제자를제자를제자를제자를    불러불러불러불러    이르되이르되이르되이르되, , , ,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제제제제쳐놓쳐놓쳐놓쳐놓고고고고    공공공공궤궤궤궤((((供饋供饋供饋供饋))))를를를를    일일일일삼삼삼삼는는는는    것이것이것이것이    마마마마땅치땅치땅치땅치    아니하니아니하니아니하니아니하니    형형형형제들아제들아제들아제들아    너희너희너희너희    가가가가운운운운데서데서데서데서    성성성성령령령령과과과과    지지지지혜혜혜혜가가가가    충만하여충만하여충만하여충만하여    칭찬칭찬칭찬칭찬    듣듣듣듣는는는는    사람사람사람사람    일일일일곱곱곱곱을을을을    택하라택하라택하라택하라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이이이이    일을일을일을일을    저희에게저희에게저희에게저희에게    맡맡맡맡기고기고기고기고            우리는우리는우리는우리는    기도하는기도하는기도하는기도하는    것과것과것과것과    말씀말씀말씀말씀    전하는전하는전하는전하는    것을것을것을것을    전전전전무무무무((((專務專務專務專務))))하리라하리라하리라하리라....””””    하니하니하니하니    온온온온    무무무무리가리가리가리가    이이이이    말을말을말을말을    기기기기뻐뻐뻐뻐하여하여하여하여    믿믿믿믿음과음과음과음과    성성성성령령령령이이이이    충만한충만한충만한충만한    사람사람사람사람    스데스데스데스데반반반반과과과과    또또또또    빌빌빌빌립과립과립과립과    브브브브로고로로고로로고로로고로와와와와    니가니가니가니가노노노노르르르르와와와와    디디디디몬몬몬몬과과과과    바바바바메메메메나나나나와와와와    유대교에유대교에유대교에유대교에    입교한입교한입교한입교한    안디안디안디안디옥옥옥옥    사람사람사람사람    니니니니골골골골라를라를라를라를    택하여택하여택하여택하여    사도들사도들사도들사도들    앞에앞에앞에앞에    세우니세우니세우니세우니;;;;    사도들이사도들이사도들이사도들이    기도하고기도하고기도하고기도하고    그들에게그들에게그들에게그들에게    안수하니라안수하니라안수하니라안수하니라....    이 구절에서, 우리는 빌립이 그의 사역 은사 분야에서 역할을 시작하기 전, 그의 준비와 생애에 대해 몇 가지를 목도하게 됩니다. 
� 헌헌헌헌신신신신 했했했했음음음음 빌립은 예루살렘에 위치한 지역 교회에서 헌신하였습니다. 그 후에, 가이사랴에 있던 교회가 그의 본 교회(His home church)가 되었습니다. 
� 칭찬칭찬칭찬칭찬 듣듣듣듣는는는는 자자자자(Good Reputation) 빌립은 자신이 속한 본 교회의 지도자로부터 온전한 인격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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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성성성령령령령 충만충만충만충만했했했했음음음음 그는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 증증증증명명명명된된된된 지지지지혜혜혜혜의의의의 소유자소유자소유자소유자(Proven Wisdom) 그는 증명된 지혜의 소유자였습니다. 
� 종종종종 된된된된 마음마음마음마음(Servant’s Heart) 그는 종 된 마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는 궁핍한 사람들의 필요들에 대해 반응할 만큼 동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증증증증명명명명된된된된 봉사봉사봉사봉사(Proven Service) 빌립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 사역하기 앞서, 그는 먼저 자신의 본 교회에서 자기 자신을 일개 집사로(as a deacon) 증명하였습니다. 
� 권위에권위에권위에권위에 복복복복종종종종했했했했음음음음 빌립은 먼저 장로들의 권위에 복종함으로써, 권위를 어떻게 다루는지 배웠습니다. 
� 장로들에장로들에장로들에장로들에 의해의해의해의해 추추추추천천천천 받받받받았았았았음음음음 빌립은 자신이 속한 지역 교회의 장로들로부터 그들의 영적 지지를 받았습니다. 행행행행 8:14  8:14  8:14  8:14 예루예루예루예루살렘살렘살렘살렘에에에에    있는있는있는있는    사도들이사도들이사도들이사도들이    사마리아도사마리아도사마리아도사마리아도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받받받받았았았았다다다다    함을함을함을함을    듣듣듣듣고고고고    베베베베드드드드로로로로와와와와    요한을요한을요한을요한을    보보보보내내내내매매매매…………    박박박박해와해와해와해와    더더더더불어불어불어불어    시시시시작했작했작했작했음음음음    빌립은 자신의 생애에 불어 닥친 핍박에 의해 부르심을 받았고, 그 사역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행행행행 8:1  8:1  8:1  8:1 사울이사울이사울이사울이    그의그의그의그의    죽임죽임죽임죽임    당함을당함을당함을당함을    마땅히마땅히마땅히마땅히    여기여기여기여기더더더더라라라라    그그그그    날에날에날에날에    예루예루예루예루살렘살렘살렘살렘에에에에    있는있는있는있는    교회에교회에교회에교회에    큰큰큰큰    핍박핍박핍박핍박이이이이    나서나서나서나서;;;;    사사사사도도도도    외외외외에는에는에는에는    다다다다    유대유대유대유대와와와와    사마리아사마리아사마리아사마리아    모든모든모든모든    땅으로땅으로땅으로땅으로    흩흩흩흩어어어어    지니라지니라지니라지니라....    행행행행 8:4~5  8:4~5  8:4~5  8:4~5 그그그그    흩흩흩흩어진어진어진어진    사람들이사람들이사람들이사람들이    두루두루두루두루    다니며다니며다니며다니며    복음의복음의복음의복음의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전할전할전할전할새새새새    빌빌빌빌립이립이립이립이    사마사마사마사마리아리아리아리아    성에성에성에성에    내려가내려가내려가내려가    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    백백백백성에게성에게성에게성에게    전파하니전파하니전파하니전파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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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음복음복음복음    전하는전하는전하는전하는    자의자의자의자의    메시지메시지메시지메시지                                                                                                                                                                                                        복음 전하는 자는 한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빌립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 갔던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였습니다. 행행행행 8:5  8:5  8:5  8:5 빌빌빌빌립이립이립이립이    사마리아사마리아사마리아사마리아    성에성에성에성에    내려가내려가내려가내려가    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    백백백백성에게성에게성에게성에게    전파하니전파하니전파하니전파하니    행행행행 8:12  8:12  8:12  8:12 빌빌빌빌립이립이립이립이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    나라나라나라나라와와와와    및및및및    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이이이이름름름름에에에에    관하여관하여관하여관하여    전도함을전도함을전도함을전도함을    저희가저희가저희가저희가    믿고믿고믿고믿고    남남남남녀녀녀녀가가가가    다다다다    세세세세례례례례를를를를    받으니받으니받으니받으니    행행행행 8:35  8:35  8:35  8:35 빌빌빌빌립이립이립이립이    입을입을입을입을    열어열어열어열어    이이이이    글글글글에서에서에서에서    시시시시작작작작하여하여하여하여    예수를예수를예수를예수를    가르가르가르가르쳐쳐쳐쳐    복음을복음을복음을복음을    전하니전하니전하니전하니    행행행행 8:40  8:40  8:40  8:40 빌빌빌빌립은립은립은립은    아소도에아소도에아소도에아소도에    나나나나타타타타나나나나    여러여러여러여러    성을성을성을성을    지나다니며지나다니며지나다니며지나다니며    복음을복음을복음을복음을    전하고전하고전하고전하고    가이사가이사가이사가이사랴랴랴랴에에에에    이르니라이르니라이르니라이르니라....    물물물물    세례세례세례세례    복음 전하는 자의 메시지 안에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선언(testimony)과 인(seal)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 주는 것이 포함될 것입니다. 행행행행 8:12  8:12  8:12  8:12 빌빌빌빌립이립이립이립이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    나라나라나라나라와와와와    및및및및    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이이이이름름름름에에에에    관하여관하여관하여관하여    전도함을전도함을전도함을전도함을    저희가저희가저희가저희가    믿고믿고믿고믿고    남남남남녀녀녀녀가가가가    다다다다    세세세세례례례례를를를를    받으니받으니받으니받으니    행행행행 8:36  8:36  8:36  8:36 길길길길    가다가가다가가다가가다가    물물물물    있는있는있는있는    곳에곳에곳에곳에    이르러이르러이르러이르러    내시가내시가내시가내시가    말하되말하되말하되말하되, , , , ““““보보보보라라라라, , , , 물이물이물이물이    있으니있으니있으니있으니    내가내가내가내가    세세세세례례례례를를를를    받음에받음에받음에받음에    무무무무슨슨슨슨    거리거리거리거리낌낌낌낌이이이이    있느있느있느있느뇨뇨뇨뇨????””””    성령성령성령성령    세례세례세례세례((((BBBBaptism in Holaptism in Holaptism in Holaptism in Holyyyy Spirit) Spirit) Spirit) Spirit)    사마리아에서 있었던 빌립의 경험을 통해, 우리는 새 신자들이 즉각적으로 물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행행행행 8:14~17  8:14~17  8:14~17  8:14~17 예루예루예루예루살렘살렘살렘살렘에에에에    있는있는있는있는    사도들이사도들이사도들이사도들이    사마리아도사마리아도사마리아도사마리아도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받받받받았았았았다다다다    함함함함을을을을    듣듣듣듣고고고고    베베베베드드드드로로로로와와와와    요한을요한을요한을요한을    보보보보내내내내매매매매    그들이그들이그들이그들이    내려가서내려가서내려가서내려가서    저희를저희를저희를저희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성성성성령령령령    받기를받기를받기를받기를    기도하니기도하니기도하니기도하니    이는이는이는이는    아직아직아직아직    한한한한    사람에게도사람에게도사람에게도사람에게도    성성성성령령령령    내리신내리신내리신내리신    일이일이일이일이    없없없없고고고고    오직오직오직오직    주주주주    예수의예수의예수의예수의    이이이이름름름름으로으로으로으로    세세세세례례례례만만만만    받을받을받을받을    뿐뿐뿐뿐    이러라이러라이러라이러라    이에이에이에이에    두두두두    사도가사도가사도가사도가    저희에게저희에게저희에게저희에게    안수하안수하안수하안수하매매매매    성성성성령령령령을을을을    받받받받는지라는지라는지라는지라....    이들 새 신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때, 그들도 또한 아직까지 복음을 들어 보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하는 유능한 증인이 되는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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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행행행 1:8  1:8  1:8  1:8 오직오직오직오직    성성성성령령령령이이이이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임임임임하시하시하시하시면면면면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권능을권능을권능을권능을    받고받고받고받고    예루예루예루예루살렘살렘살렘살렘과과과과    온온온온    유유유유대대대대와와와와    사마리아사마리아사마리아사마리아    땅땅땅땅    끝끝끝끝까지까지까지까지    이르러이르러이르러이르러    내내내내    증인이증인이증인이증인이    되리라되리라되리라되리라    하시니라하시니라하시니라하시니라....    
문문문문    제제제제                                                                                                                                                                                                                                                                                1. 복음 전하는 자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2.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모든 신자들과 복음 전하는 자의 사역으로의 부르심은 어떻게 다릅니까?    3. 복음 전하는 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앞서, 그 복음 전하는 자의 삶 속에서 찾아 볼 수     있는 준비(preparation)와 성품의 성장(character development)에 대해 서술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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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8  8  8  8 과과과과    

복음복음복음복음 전하는전하는전하는전하는 자의자의자의자의 사역사역사역사역(계속계속계속계속) 엡엡엡엡 4:11 4:11 4:11 4:11 그가그가그가그가    혹은혹은혹은혹은    사도로사도로사도로사도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선지자로선지자로선지자로선지자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복음복음복음복음    전하는전하는전하는전하는    자로자로자로자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목목목목사사사사와와와와    교사로교사로교사로교사로    주셨으니주셨으니주셨으니주셨으니    …………    행행행행 21:8  21:8  21:8  21:8 이이이이튿튿튿튿날날날날    떠나떠나떠나떠나    가이사가이사가이사가이사랴랴랴랴에에에에    이르러이르러이르러이르러    일일일일곱곱곱곱    집집집집사사사사    중중중중    하나인하나인하나인하나인    전도자전도자전도자전도자    빌빌빌빌립의립의립의립의    집집집집에에에에    들어가서들어가서들어가서들어가서    유하니라유하니라유하니라유하니라....    딤후딤후딤후딤후 4:5  4:5  4:5  4:5 그러나그러나그러나그러나    너는너는너는너는    모든모든모든모든    일에일에일에일에    근근근근신하여신하여신하여신하여    고고고고난난난난을을을을    받으며받으며받으며받으며    전도인의전도인의전도인의전도인의    일을일을일을일을    하며하며하며하며    네네네네    직직직직무무무무를를를를    다하라다하라다하라다하라....    
대중대중대중대중    복음화복음화복음화복음화(Mass Evangelism)(Mass Evangelism)(Mass Evangelism)(Mass Evangelism)에에에에    대한대한대한대한    모형모형모형모형                                                                                                                                    사마리아에서의 빌립의 사역은 대중 복음화의 한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위임 명령(the great commission)을 완수시키는 예(例)가 아래에 있습니다. 행행행행 8:5~8  8:5~8  8:5~8  8:5~8 빌빌빌빌립이립이립이립이    사마리아사마리아사마리아사마리아    성에성에성에성에    내려가내려가내려가내려가    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    백백백백성에게성에게성에게성에게    전파하니전파하니전파하니전파하니    무무무무리가리가리가리가    빌빌빌빌립의립의립의립의    말도말도말도말도    듣듣듣듣고고고고    행하는행하는행하는행하는    표적도표적도표적도표적도    보보보보고고고고    일심으로일심으로일심으로일심으로    그의그의그의그의    말하는말하는말하는말하는    것을것을것을것을    좇더좇더좇더좇더라라라라    많많많많은은은은    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    붙었붙었붙었붙었던던던던    더더더더러러러러운운운운    귀귀귀귀신들이신들이신들이신들이    크크크크게게게게    소리를소리를소리를소리를    지르며지르며지르며지르며    나가고나가고나가고나가고    또또또또    많은많은많은많은    중중중중풍풍풍풍병병병병자자자자와와와와    앉앉앉앉은은은은뱅뱅뱅뱅이가이가이가이가    나으니나으니나으니나으니    그그그그    성에성에성에성에    큰큰큰큰    기기기기쁨쁨쁨쁨이이이이    있있있있더더더더라라라라....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을 때,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는 추수군(a reaper)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께서 이미 씨를 뿌려 놓았던 장소인 그 수확지(a harvest field)에서 수확을 하였습니다. 위임위임위임위임    명령을명령을명령을명령을    완완완완수함수함수함수함    막막막막 16:15~18  16:15~18  16:15~18  16:15~18 또또또또    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 , , ,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온온온온    천하에천하에천하에천하에    다니며다니며다니며다니며    만만만만민민민민에게에게에게에게    복음을복음을복음을복음을    전파전파전파전파하라하라하라하라    믿고믿고믿고믿고    세세세세례례례례를를를를    받는받는받는받는    사람은사람은사람은사람은    구구구구원원원원을을을을    얻얻얻얻을을을을    것이요것이요것이요것이요    믿지믿지믿지믿지    않는않는않는않는    사람은사람은사람은사람은    정정정정죄죄죄죄를를를를    받으리라받으리라받으리라받으리라    믿는믿는믿는믿는    자들에게는자들에게는자들에게는자들에게는    이이이이런런런런    표적이표적이표적이표적이    따따따따르리니르리니르리니르리니    곧곧곧곧    저희가저희가저희가저희가    내내내내    이이이이름름름름으로으로으로으로    귀귀귀귀신신신신을을을을    쫓쫓쫓쫓아아아아    내며내며내며내며    새새새새    방언방언방언방언을을을을    말하며말하며말하며말하며    뱀뱀뱀뱀을을을을    집집집집으며으며으며으며    무무무무슨슨슨슨    독독독독을을을을    마실지라도마실지라도마실지라도마실지라도    해를해를해를해를    받지받지받지받지    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    병병병병든든든든    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    손을손을손을손을    얹얹얹얹은은은은    즉즉즉즉    나으리나으리나으리나으리라라라라....””””    하시하시하시하시더더더더라라라라....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상황 하에서는 유대인들이 가고 싶어하지 않았던 장소인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행행행행 1:8  1:8  1:8  1:8 오직오직오직오직    성성성성령령령령이이이이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임임임임하시하시하시하시면면면면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권능을권능을권능을권능을    받고받고받고받고    예루예루예루예루살렘살렘살렘살렘과과과과    온온온온    유유유유대대대대와와와와    사마리아사마리아사마리아사마리아    땅땅땅땅    끝끝끝끝까지까지까지까지    이르러이르러이르러이르러    내내내내    증인이증인이증인이증인이    되리라되리라되리라되리라    하시니라하시니라하시니라하시니라....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던 표적들이 뒤따라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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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행행행 8:6~7  8:6~7  8:6~7  8:6~7 무무무무리가리가리가리가    빌빌빌빌립의립의립의립의    말도말도말도말도    듣듣듣듣고고고고    행하는행하는행하는행하는    표표표표적도적도적도적도    보보보보고고고고    일심으로일심으로일심으로일심으로    그의그의그의그의    말하는말하는말하는말하는    것을것을것을것을    좇더좇더좇더좇더라라라라    많은많은많은많은    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    붙었붙었붙었붙었던던던던    더더더더러러러러운운운운    귀귀귀귀신들이신들이신들이신들이    크크크크게게게게    소리를소리를소리를소리를    지르며지르며지르며지르며    나가나가나가나가고고고고    또또또또    많은많은많은많은    중풍중풍중풍중풍병병병병자자자자와와와와    앉앉앉앉은은은은뱅뱅뱅뱅이가이가이가이가    나으니나으니나으니나으니    마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자 마자, 위임 명령에 대한 완수(the fulfillment)의 시작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였습니다. 막막막막 16:20  16:20  16:20  16:20 제자들이제자들이제자들이제자들이    나가나가나가나가    두루두루두루두루    전파할전파할전파할전파할새새새새    주께서주께서주께서주께서    함께함께함께함께    역사하사역사하사역사하사역사하사    그그그그    따따따따르는르는르는르는    표적표적표적표적으로으로으로으로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확확확확실히실히실히실히    증거하시니라증거하시니라증거하시니라증거하시니라....    이미 그 따르는 표적들로 하나님 말씀이 확실히 증거 되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이 전한 복음을 받아 들였습니다. 기적을기적을기적을기적을    통한통한통한통한    복음전파복음전파복음전파복음전파(Miracle (Miracle (Miracle (Miracle EEEEvangelism)vangelism)vangelism)vangelism)    유일하고도 정말 효과적인 복음 전파는 기적을 통한 복음 전파입니다. 다년 간,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해 주시기를 기대하기 보다는 전통적인 방법들(methods)과 기술들(techniques)로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려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구(tracts)와 관행(forms)을 사용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경건의 모습은 가지고 있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 하여 왔습니다. 딤후딤후딤후딤후 3:5  3:5  3:5  3:5 경경경경건건건건의의의의    모모모모양양양양은은은은    있으나있으나있으나있으나    경경경경건건건건의의의의    능능능능력력력력은은은은    부인하는부인하는부인하는부인하는    자니자니자니자니    이이이이    같은같은같은같은    자들에자들에자들에자들에게서게서게서게서    네네네네가가가가    돌돌돌돌아서라아서라아서라아서라!!!!    복음 전하는 자는 큰 표적과 기사 그리고 병 고침의 기적으로 사역하기 위한 기름 부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병 고침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실 때 마다, 많은 이들이 예수께로 돌아 올 것입니다. 사도행전적인사도행전적인사도행전적인사도행전적인    교회교회교회교회(Church of (Church of (Church of (Church of AAAActs)cts)cts)cts)    사도 행전에 기술된 교회는 기적을 통한 복음 전파로 인해 그 구성원이 수 천 명에 이르렀습니다. 행행행행 2:43  2:43  2:43  2:43 사람마다사람마다사람마다사람마다    두려두려두려두려워워워워하는데하는데하는데하는데    사도들로사도들로사도들로사도들로    인하여인하여인하여인하여    기사기사기사기사와와와와    표적이표적이표적이표적이    많이많이많이많이    나나나나타타타타나나나나니니니니    행행행행 2:47 2:47 2:47 2:47bbbb    주께서주께서주께서주께서    구구구구원원원원    받는받는받는받는    사람을사람을사람을사람을    날마다날마다날마다날마다    더더더더하게하게하게하게    하시니라하시니라하시니라하시니라....    행행행행 5:12a  5:12a  5:12a  5:12a 사도들의사도들의사도들의사도들의    손으로손으로손으로손으로    민민민민간에간에간에간에    표적과표적과표적과표적과    기사가기사가기사가기사가    많이많이많이많이    되되되되매매매매    행행행행 5:14~16  5:14~16  5:14~16  5:14~16 믿고믿고믿고믿고    주께로주께로주께로주께로    나오는나오는나오는나오는    자가자가자가자가    더더더더    많으니많으니많으니많으니    남남남남녀녀녀녀의의의의    큰큰큰큰    무무무무리리리리더더더더라라라라    심지어심지어심지어심지어    병병병병든든든든    사람을사람을사람을사람을    메메메메고고고고    거리에거리에거리에거리에    나가나가나가나가    침침침침대대대대와와와와    요요요요    위에위에위에위에    뉘뉘뉘뉘우고우고우고우고    베베베베드드드드로가로가로가로가    지날지날지날지날    때에때에때에때에    혹혹혹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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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그    그그그그림림림림자라도자라도자라도자라도    뉘뉘뉘뉘게게게게    덮덮덮덮일까일까일까일까    바라고바라고바라고바라고    예루예루예루예루살렘살렘살렘살렘    근근근근읍읍읍읍    허허허허다한다한다한다한    사람들도사람들도사람들도사람들도    모여모여모여모여    병병병병든든든든    사람과사람과사람과사람과    더더더더러러러러운운운운    귀귀귀귀신에게신에게신에게신에게    괴괴괴괴로움로움로움로움    받는받는받는받는    사람을사람을사람을사람을    데리고데리고데리고데리고    와와와와서서서서    다다다다    나음을나음을나음을나음을    얻얻얻얻으니라으니라으니라으니라....    예예예예((((例例例例))))들들들들    
� 베베베베드드드드로로로로와와와와 요한요한요한요한 베드로와 요한이 길을 따라 걸어 내려 가고 있었을 때,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느 한 사람이 성전 문 옆에서 구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행행행행 3:6~10  3:6~10  3:6~10  3:6~10 베베베베드드드드로가로가로가로가    가로되가로되가로되가로되, , , , ““““은과은과은과은과    금은금은금은금은    내게내게내게내게    없없없없거니거니거니거니와와와와    내게내게내게내게    있는있는있는있는    것으로것으로것으로것으로    네네네네게게게게    주주주주노노노노니니니니: : : : 곧곧곧곧    나사나사나사나사렛렛렛렛    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이이이이름름름름으로으로으로으로    걸걸걸걸으라으라으라으라....””””    하고하고하고하고    오른손을오른손을오른손을오른손을    잡잡잡잡아아아아    일으키니일으키니일으키니일으키니    발발발발과과과과    발목발목발목발목이이이이    곧곧곧곧    힘을힘을힘을힘을    얻얻얻얻고고고고    뛰뛰뛰뛰어어어어    서서서서서서서서    걸걸걸걸으며으며으며으며    그들과그들과그들과그들과    함께함께함께함께    성전으성전으성전으성전으로로로로    들어가들어가들어가들어가면면면면서서서서    걷걷걷걷기도기도기도기도    하고하고하고하고    뛰뛰뛰뛰기도기도기도기도    하며하며하며하며    하나님을하나님을하나님을하나님을    찬미찬미찬미찬미하니하니하니하니        모든모든모든모든    백백백백성이성이성이성이    그그그그    걷걷걷걷는는는는    것과것과것과것과    및및및및    하나님을하나님을하나님을하나님을    찬미찬미찬미찬미함을함을함을함을    보보보보고고고고    그그그그    본래본래본래본래    성전성전성전성전    미미미미문문문문((((美美美美門門門門))))에에에에    앉앉앉앉아아아아    구구구구걸걸걸걸하던하던하던하던    사람인사람인사람인사람인    줄줄줄줄    알알알알고고고고    그의그의그의그의    당한당한당한당한    일을일을일을일을    인하여인하여인하여인하여    심히심히심히심히    기이히기이히기이히기이히    여여여여기며기며기며기며    놀놀놀놀라니라라니라라니라라니라....    이 한번의 기적의 결과로, 5 천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행행행행 4:4  4:4  4:4  4:4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들은들은들은들은    사람사람사람사람    중에중에중에중에    믿는믿는믿는믿는    자가자가자가자가    많으니많으니많으니많으니    남자의남자의남자의남자의    수가수가수가수가    약약약약    오천이나오천이나오천이나오천이나    되되되되었더었더었더었더라라라라....    
� 빌빌빌빌립립립립 빌립이 사마리아로 갔을 때, 기적들 때문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행행행행 8:5  8:5  8:5  8:5 빌빌빌빌립이립이립이립이    사마리아사마리아사마리아사마리아    성에성에성에성에    내려가내려가내려가내려가    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    백백백백성에게성에게성에게성에게    전파하니전파하니전파하니전파하니    행행행행 8:12  8:12  8:12  8:12 빌빌빌빌립이립이립이립이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    나라나라나라나라와와와와    및및및및    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이이이이름름름름에에에에    관하여관하여관하여관하여    전도함을전도함을전도함을전도함을    저희가저희가저희가저희가    믿고믿고믿고믿고    남남남남녀녀녀녀가가가가    다다다다    세세세세례례례례를를를를    받으니받으니받으니받으니    
� 바울바울바울바울 바울이 에베소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통한 복음 전파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셨습니다. 행행행행 1 1 1 19999:11 :11 :11 :11 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    바울의바울의바울의바울의    손으로손으로손으로손으로    희한한희한한희한한희한한    능능능능(miracles)(miracles)(miracles)(miracles)을을을을    행하게행하게행하게행하게    하시니하시니하시니하시니    기적을 통한 복음 전파(miracle evangelism)의 결과로 그리고 바울이 학교나 강당에서 기적을 통한 복음 전파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킨 결과로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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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행행행 1 1 1 19999:10 :10 :10 :10 이같이이같이이같이이같이    두두두두    해해해해    동안을동안을동안을동안을    하하하하매매매매    아시아에아시아에아시아에아시아에    사는사는사는사는    자는자는자는자는    유대인이나유대인이나유대인이나유대인이나    헬헬헬헬라인이라인이라인이라인이나나나나    다다다다    주의주의주의주의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듣더듣더듣더듣더라라라라....    오늘날의오늘날의오늘날의오늘날의    교회교회교회교회    오늘날, 하나님께서 교회에 기적을 통한 복음 전파를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자신들의 일을 하고, 모든 신자(信者)들이 기적을 통한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켜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임박한 재림 전(前), 기적을 통한 복음 전파의 강력한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 것입니다.  마마마마 24:4  24:4  24:4  24:4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대대대대답답답답하여하여하여하여    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    미미미미혹을혹을혹을혹을    받지받지받지받지    않도록않도록않도록않도록    주의주의주의주의하라하라하라하라....    기하기하기하기하급급급급수적인수적인수적인수적인    결과결과결과결과(Geometric Results)(Geometric Results)(Geometric Results)(Geometric Results)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열 두 명의 제자들을 내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오순절 날, 120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미 그들에게 말한 바 있는 능력을 받았습니다. 수 천 명의 사람들이 성령께서 강림하실 때의 기적을 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앉은뱅이를 고쳤을 때, 수 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군중들이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믿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덧셈방식으로(by addition) 성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믿는 자들이 도처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을 행하였기에 곱셈 방식으로(by multiplication) 증가하였습니다. 여전히 오늘날의 복음 전하는 자도 모든 신자(信者)들을 동원하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새로운새로운새로운새로운    지역지역지역지역    교회의교회의교회의교회의    설립설립설립설립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은 복음 전하는 자인 빌립의 사역을 통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마리아에 새로운 지역 교회를 세웠습니다.  행행행행    9999:31 :31 :31 :31 그리하여그리하여그리하여그리하여    온온온온    유대유대유대유대와와와와    갈갈갈갈릴릴릴릴리리리리와와와와    사마리아사마리아사마리아사마리아    교회가교회가교회가교회가    평평평평안하여안하여안하여안하여    든든히든든히든든히든든히    서서서서    가고가고가고가고    주를주를주를주를    경경경경외외외외함과함과함과함과    성성성성령령령령의의의의    위로로위로로위로로위로로    진행하여진행하여진행하여진행하여    수가수가수가수가    더더더더    많아지니라많아지니라많아지니라많아지니라....    다른다른다른다른    사람들과사람들과사람들과사람들과    함께함께함께함께    사역함사역함사역함사역함    복음 전하는 자는 그가 속한 지역 교회의 장로들과 아주 긴밀히 일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다른 사역자 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줄곧 독자적으로 “자기 책임 하에 있는 자신의 일” 만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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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마리아는 이에 대한 좋은 예입니다. 아기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뒤, 그들이 굶어 죽도록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사마리아에서 사도들이 즉시 와서, 자신들의 사도 사역을 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사도들은 효과적인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모형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교회를 세웠습니다. 사마리아 교회는 교회 성장에 대한 하나님의 모형입니다. 
� 평강이 있었습니다. 
� 교회가 힘을 얻어 굳세게 되었습니다. 
� 성령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 수(數)적인 성장이 있었습니다. 
�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사귐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에 따라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복음복음복음복음    전하는전하는전하는전하는    자의자의자의자의    특징들특징들특징들특징들                                                                                                                                                                                                            우리는 빌립과 관련된 이 구절(句節)로부터 복음 전하는 자의 사역이라고 특징지을 수 있는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한계한계한계한계(limitations)(limitations)(limitations)(limitations)를를를를    올바로올바로올바로올바로    인인인인식식식식    함함함함    빌립은 자신 사역의 한계를 올바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다른다른다른다른    이들과이들과이들과이들과    함께함께함께함께    사역사역사역사역    함함함함    그는 기꺼이 다른 사역자 들과 함께 사역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보였습니다. 지도자들과지도자들과지도자들과지도자들과    가가가가까까까까이이이이    지지지지냄냄냄냄    그는 자신의 본(本) 교회의 지도자와 가까운 관계를 가졌으며,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을 의지했습니다. 다른다른다른다른    사역자사역자사역자사역자    들을들을들을들을    환환환환영영영영    함함함함    그는 새 신자 그룹을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 신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고, 세워지려면 사도, 선지자, 교사와 목사의 사역이 그들에게 필요 했음을 알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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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지시지시지시지시((((DDDDirections)irections)irections)irections)를를를를    받음받음받음받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명한 지시를 받을 때까지 떠나지 않았습니다. 행행행행 8:26  8:26  8:26  8:26 주의주의주의주의    사자가사자가사자가사자가    빌빌빌빌립립립립더더더더러러러러    일러일러일러일러    가로되가로되가로되가로되, , , , ““““일어나서일어나서일어나서일어나서    남으로남으로남으로남으로    향향향향하여하여하여하여    예루예루예루예루살렘살렘살렘살렘에서에서에서에서    가사로가사로가사로가사로    내려가는내려가는내려가는내려가는    길길길길까지까지까지까지    가라가라가라가라....””””    하니하니하니하니    그그그그    길길길길은은은은    광광광광야라야라야라야라....    
복음복음복음복음    전하는전하는전하는전하는    자와자와자와자와    개인개인개인개인    전도전도전도전도                                                                                                                                                                                            영영영영혼혼혼혼    구원에구원에구원에구원에    있어있어있어있어    전전전전문문문문가가가가    자신의 사역에 있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복음 전하는 자는 대중 복음 전파 때와 꼭 같이 개인 전도에 있어서도 부지런하고 유능할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영혼 구원 전문가이어야 합니다. 그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기회를 찾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지시지시지시지시((((DDDDirections)irections)irections)irections)에에에에    순순순순종종종종    함함함함    빌립은 사막에 있는 한 사람에게 가서 증거하기 위해 사마리아에서 일어나고 있던 영광과 흥분에서 떠나도록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는 분명히 순종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빌립은 하나님께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한 한 사람인 에디오피아 국고(國庫) 맡은 자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기회를 받았습니다. 행행행행 8:26~40  8:26~40  8:26~40  8:26~40 주의주의주의주의    사자가사자가사자가사자가    빌빌빌빌립립립립더더더더러러러러    일러일러일러일러    가로되가로되가로되가로되, , , , ““““일어나서일어나서일어나서일어나서    남으로남으로남으로남으로    향향향향하여하여하여하여    예예예예루루루루살렘살렘살렘살렘에서에서에서에서    가사로가사로가사로가사로    내려가는내려가는내려가는내려가는    길길길길까지까지까지까지    가라가라가라가라....””””    하니하니하니하니    그그그그    길길길길은은은은    광광광광야라야라야라야라    일어나일어나일어나일어나    가가가가서서서서    보보보보니니니니    에디오에디오에디오에디오피피피피아아아아    사람사람사람사람    곧곧곧곧    에디오에디오에디오에디오피피피피아아아아    여여여여왕왕왕왕    간다게의간다게의간다게의간다게의    모든모든모든모든    국국국국고를고를고를고를    맡맡맡맡은은은은    큰큰큰큰    권권권권세가세가세가세가    있는있는있는있는    내시가내시가내시가내시가    예예예예배배배배하러하러하러하러    예루예루예루예루살렘살렘살렘살렘에에에에    왔왔왔왔다가다가다가다가    돌돌돌돌아가는데아가는데아가는데아가는데    병병병병거를거를거를거를    타타타타고고고고    선지선지선지선지자자자자    아사야의아사야의아사야의아사야의    글글글글을을을을    읽읽읽읽더더더더라라라라....    성성성성령령령령이이이이    빌빌빌빌립립립립더더더더러러러러    이르시되이르시되이르시되이르시되, , , , ““““이이이이    병병병병거로거로거로거로    가까이가까이가까이가까이    나아가라나아가라나아가라나아가라....””””    하시거늘하시거늘하시거늘하시거늘    재재재재빨빨빨빨리리리리    가르가르가르가르침침침침    빌빌빌빌립이립이립이립이    달달달달려가서려가서려가서려가서    선지자선지자선지자선지자    이사야의이사야의이사야의이사야의    글글글글    읽읽읽읽는는는는    것을것을것을것을    듣듣듣듣고고고고    말하되말하되말하되말하되, , , , ““““읽읽읽읽는는는는    것을것을것을것을    깨깨깨깨닫닫닫닫느느느느뇨뇨뇨뇨????””””    대대대대답답답답하되하되하되하되, , , , ““““지도하는지도하는지도하는지도하는    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없없없없으니으니으니으니    어어어어찌찌찌찌    깨달깨달깨달깨달을을을을    수수수수    있느있느있느있느뇨뇨뇨뇨????””””    하고하고하고하고    빌빌빌빌립을립을립을립을    청청청청하여하여하여하여    병병병병거에거에거에거에    올라올라올라올라    같이같이같이같이    앉앉앉앉으라으라으라으라    하니라하니라하니라하니라....    읽읽읽읽는는는는    성경성경성경성경    귀절귀절귀절귀절은은은은    이것이니이것이니이것이니이것이니    일일일일렀렀렀렀으되으되으되으되: : : : ““““저가저가저가저가    사지로사지로사지로사지로    가는가는가는가는    양양양양과과과과    같이같이같이같이    끌끌끌끌리리리리었었었었고고고고;;;;    털털털털    깎깎깎깎는는는는    자자자자    앞에앞에앞에앞에    있는있는있는있는    어린어린어린어린    양양양양의의의의    잠잠잠잠잠잠잠잠함과함과함과함과    같이같이같이같이    그그그그    입입입입을을을을    열지열지열지열지    아니하였도아니하였도아니하였도아니하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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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다다    낮낮낮낮을을을을    때에때에때에때에    공변공변공변공변된된된된    판판판판단단단단을을을을    받지받지받지받지    못하였으니못하였으니못하였으니못하였으니    누누누누가가가가    가히가히가히가히    그그그그    세대를세대를세대를세대를    말하리요말하리요말하리요말하리요????    그그그그    생생생생명명명명이이이이    땅에서땅에서땅에서땅에서    빼앗빼앗빼앗빼앗김김김김이로다이로다이로다이로다....””””    하였거늘하였거늘하였거늘하였거늘    내시가내시가내시가내시가    빌빌빌빌립립립립더더더더러러러러    말하되말하되말하되말하되, , , , ““““청청청청컨컨컨컨대대대대    묻묻묻묻노노노노니니니니    선지자가선지자가선지자가선지자가    이이이이    말한말한말한말한    것이것이것이것이    누누누누구를구를구를구를    가가가가리리리리킴킴킴킴이이이이뇨뇨뇨뇨????    자기를자기를자기를자기를    가리가리가리가리킴킴킴킴이이이이뇨뇨뇨뇨, , , , 타타타타인을인을인을인을    가리가리가리가리킴킴킴킴이이이이뇨뇨뇨뇨????””””    새새새새    신자에게신자에게신자에게신자에게    물물물물세례를세례를세례를세례를    줌줌줌줌    빌빌빌빌립이립이립이립이    입을입을입을입을    열어열어열어열어    이이이이    글글글글에서에서에서에서    시시시시작작작작하여하여하여하여    예수를예수를예수를예수를    가르가르가르가르쳐쳐쳐쳐    복음을복음을복음을복음을    전하니전하니전하니전하니    길길길길    가다가다가다가다가가가가    물물물물    있는있는있는있는    곳에곳에곳에곳에    이르러이르러이르러이르러        내시가내시가내시가내시가    말하되말하되말하되말하되, , , , ““““보보보보라라라라, , , , 물이물이물이물이    있으니있으니있으니있으니    내가내가내가내가    세세세세례례례례를를를를    받음에받음에받음에받음에    무무무무슨슨슨슨    거리거리거리거리낌낌낌낌이이이이    있느있느있느있느뇨뇨뇨뇨????””””    빌빌빌빌립이립이립이립이    말하되말하되말하되말하되, , , , ““““만일만일만일만일    당신이당신이당신이당신이    전심으로전심으로전심으로전심으로    믿는다믿는다믿는다믿는다면면면면, , , , 세세세세례례례례를를를를    받을받을받을받을    수수수수    있으리있으리있으리있으리라라라라....”””” ( ( ( (역자역자역자역자    주주주주: : : : 한한한한글글글글    개역개역개역개역    성경에는성경에는성경에는성경에는    이이이이    부분이부분이부분이부분이    빠져빠져빠져빠져    있음있음있음있음))))    이에이에이에이에    명명명명하여하여하여하여    병병병병거를거를거를거를    머물고머물고머물고머물고    빌빌빌빌립과립과립과립과    내시가내시가내시가내시가    둘둘둘둘    다다다다    물에물에물에물에    내려가내려가내려가내려가    빌빌빌빌립이립이립이립이    세세세세례례례례를를를를    주고주고주고주고    둘이둘이둘이둘이    물에서물에서물에서물에서    올라올라올라올라갈갈갈갈새새새새    주의주의주의주의    영영영영이이이이    빌빌빌빌립을립을립을립을    이이이이끌끌끌끌어어어어    간지라간지라간지라간지라    내시는내시는내시는내시는    흔흔흔흔연연연연((((欣欣欣欣然然然然))))히히히히    길길길길을을을을    가가가가므므므므로로로로    그를그를그를그를    다시다시다시다시    보보보보지지지지    못하니라못하니라못하니라못하니라    빌빌빌빌립은립은립은립은    아소도에아소도에아소도에아소도에    나나나나타타타타나나나나    여러여러여러여러    성성성성을을을을    지나다니며지나다니며지나다니며지나다니며    복음을복음을복음을복음을    전하고전하고전하고전하고    가이사가이사가이사가이사랴랴랴랴에에에에    이르니라이르니라이르니라이르니라....    복음 전하는 자는 언제나 성령님께 민감해야 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로 인도 되었습니다. 그 도시는 추수할 정도로 무르익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인도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타이밍에 민감할수록, 그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자신의 사역을 감당할 것입니다. 한가지한가지한가지한가지    예예예예((((例例例例))))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라는 위임 명령을 읽을 때, 믿는 자들은 자주 무력함(inadequate)을 느낍니다.  많은 이들이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했던 것처럼 복음을 자신들은 전할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는 빌립이 마차에 올라 갔을 때, 내시 옆에 앉아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주목하게 됩니다. 행행행행 8:35  8:35  8:35  8:35 빌빌빌빌립이립이립이립이    입을입을입을입을    열어열어열어열어    이이이이    글글글글에서에서에서에서    시시시시작작작작하여하여하여하여    예수를예수를예수를예수를    가르가르가르가르쳐쳐쳐쳐    복음을복음을복음을복음을    전하니전하니전하니전하니    “전파한다(preach)”는 말은 단순하게 선포하다, 말하다, 혹은 나누다 는 의미입니다. 빌립이 내시 옆에 앉았을 때, 빌립은 내시에게 단순하게 증거하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는 예수님의 위임 명령을 수행하였고, 모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분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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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에말씀에말씀에말씀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지식지식지식지식    복음 전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빌립은 내시가 읽고 있던 성경구절에서 무슨 말로 시작해 그에게 복음을 전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균균균균형형형형    잡힌잡힌잡힌잡힌    사역사역사역사역    확실히, 빌립은 자신의 사역 전 분야에서 균형 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빌립은 그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행행행행 8:40  8:40  8:40  8:40 빌빌빌빌립은립은립은립은    아소도에아소도에아소도에아소도에    나나나나타타타타나나나나    여러여러여러여러    성을성을성을성을    지나다니며지나다니며지나다니며지나다니며    복음을복음을복음을복음을    전하고전하고전하고전하고    가이사가이사가이사가이사랴랴랴랴에에에에    이르니라이르니라이르니라이르니라....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몸에몸에몸에몸에    대한대한대한대한    사역사역사역사역                                                                                                                                                                                                온온온온전전전전케케케케    함함함함(To e(To e(To e(To eqqqquip)uip)uip)uip)    우리는 왕왕 복음 전하는 자를 큰 십자가 깃발을 들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선교여행(his traveling ministry)에 강조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4 장에 따르면, 복음 전하는 자의 주된 사역은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엡엡엡엡 4:11  4:11  4:11  4:11 그가그가그가그가    혹은혹은혹은혹은    사도로사도로사도로사도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선지자로선지자로선지자로선지자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복음복음복음복음    전하는전하는전하는전하는    자로자로자로자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목목목목사사사사와와와와    교사로교사로교사로교사로    주셨으니주셨으니주셨으니주셨으니…………    훈련시훈련시훈련시훈련시킴킴킴킴    사도, 선지자, 목사 그리고 교사와 마찬가지로, 복음 전하는 자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주로 훈련시키기 위해 주신 사역 은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행하신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모든 믿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요요요요 14:12  14:12  14:12  14:12 내가내가내가내가    진실로진실로진실로진실로    진실로진실로진실로진실로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이르이르이르이르노노노노니니니니    나를나를나를나를    믿는믿는믿는믿는    자는자는자는자는    나의나의나의나의    하는하는하는하는    일을일을일을일을    저도저도저도저도    할할할할    것이요것이요것이요것이요    또한또한또한또한    이이이이보보보보다다다다    큰큰큰큰    것도것도것도것도    하리니하리니하리니하리니    이는이는이는이는    내가내가내가내가    아버지께로아버지께로아버지께로아버지께로    감감감감이이이이니라니라니라니라....    사역의사역의사역의사역의    내내내내용용용용    사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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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을 전하는 일 
� 귀신들을 쫓아 내는 일 
�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 모든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똑같이 행하도록 훈련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훈련 안에는 복음을 전하는 일과 귀신들을 쫓아 내는 일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일이 포함됩니다. 복음 전하는 자의 주된 사역은 사역의 일(the work of ministry - 역자 주: 한글 개역 성경에는 ‘봉사의 일’로 표현되어 있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을 온전케 하여 사역의 일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련교련교련교련    교관들교관들교관들교관들((((DDDDrill Sergeants)rill Sergeants)rill Sergeants)rill Sergeants)””””    5 중 사역자 들은 하나님의 군대에서 교련 교관들입니다. 교련 교관들은 비록 전쟁 경험이 많고, 숙련된 사람들이지만,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 위해 직접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의 역할은 강력한 전사들이 될 수 있도록 군인들을 훈련시키는 일입니다. 강력하고도 잘 훈련된 군대로서, 동료들과 함께 역할을 수행하는 군인들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모든모든모든모든    믿는믿는믿는믿는    자자자자    
� 모든 믿는 자들이 사역의 일(the work of the ministry)을 합니다. 
�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 모든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 모든 믿는 자들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과 똑 같은 일을 해야 합니다. 
� 모든 믿는 자들이 귀신들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5 중 사역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국한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막막막막 16:17  16:17  16:17  16:17 믿는믿는믿는믿는    자들에게는자들에게는자들에게는자들에게는    이이이이런런런런    표적이표적이표적이표적이    따따따따르리니르리니르리니르리니: : : : 곧곧곧곧    저희가저희가저희가저희가    내내내내    이이이이름름름름으로으로으로으로    귀귀귀귀신을신을신을신을    쫓쫓쫓쫓아아아아    내며내며내며내며    새새새새    방언방언방언방언을을을을    말하며말하며말하며말하며…………    모든 믿는 자들이 이와 같이 행하게 된다면: 
� 복음을 전하고 
� 귀신들을 쫓아 내며 
�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는  모든 믿는 자들은 훈련 받아야만 합니다: 
�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대해 
� 영적 눌림을 풀어 놓는(deliverance) 사역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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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든 자들을 고치는 사역에 대해 모든 믿는 자들이 기적을 통한 복음 전파에 대해 훈련을 받게 되면, 다시 말해서 모든 신자(信者) 들이 기적을 통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됨에 따라,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 받을 수 있으며, 구원 받을 것입니다. 믿는믿는믿는믿는    자들을자들을자들을자들을    동원동원동원동원    함함함함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땅 끝까지 이르기 위해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을 의지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모든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키고, 동원시켜야 합니다. 이 훈련은 복음 전하는 자의 주된 일입니다. 그들은 기적을 통한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복음 전파를 위해 신자(信者) 들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들은 잃어 버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 전파 팀을 동원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복음을 전파하고, 병든 자들을 고치며, 죽은 자들을 살리고, 귀신들을 쫓아 내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자신이 하셨던 일들을 또한 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자기 자신을 번식시켜(multiplying - 역자 주: 복사해서) 놓으셨습니다. 열열열열쇠쇠쇠쇠는는는는    번번번번식식식식(Multiplication)(Multiplication)(Multiplication)(Multiplication)입니다입니다입니다입니다    효과적인 복음 전하는 자가 되기 위한 열쇠(key)는 뎃셈 식의 추가(addition)가 아니라 배가(Multiplication)입니다. 가장 큰 사역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같은 모습을 다른 여러 사람들의 삶 속에 재현하여 퍼뜨리는(multiplying) 것입니다. 딤후딤후딤후딤후 2:2  2:2  2:2  2:2 또또또또    네네네네가가가가    많은많은많은많은    증인증인증인증인    앞에서앞에서앞에서앞에서    내게내게내게내게    들은들은들은들은    바를바를바를바를    충성된충성된충성된충성된    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    부탁부탁부탁부탁하라하라하라하라    저희가저희가저희가저희가    또또또또    다른다른다른다른    사람들을사람들을사람들을사람들을    가르칠가르칠가르칠가르칠    수수수수    있으리라있으리라있으리라있으리라....    복음 전하는 자의 주제에 관한 더 많은 연구를 하기 원한다면, 다른 연구서(the manual)인 기적을기적을기적을기적을    통한통한통한통한    복음복음복음복음    전파전파전파전파((((MMMMiracle iracle iracle iracle EEEEvangelism) vangelism) vangelism) vangelism) ––––     땅땅땅땅    끝까끝까끝까끝까지지지지    이이이이르는르는르는르는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계획계획계획계획을 참조하십시오. 
문문문문    제제제제                                                                                                                                                                                                                                                                                1. 그리스도 몸의 다른 지체들과 관련 지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빌립에게서 발견할 수 있었던 복음 전하는 자로서의 특징들을 3 가지 말씀해보십시오.  2. 그리스도의 몸과 관련 지어 볼 때, 복음 전하는 자의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해보십시오.  3. 기적을 통한 복음 전파(miracle evangelism)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그 예들을 몇 가지 들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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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9  9  9  9 과과과과    

목사목사목사목사, 혹은혹은혹은혹은 목자의목자의목자의목자의 사역사역사역사역 엡엡엡엡 4:11 4:11 4:11 4:11 그가그가그가그가    혹은혹은혹은혹은    사도로사도로사도로사도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선지자로선지자로선지자로선지자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복음복음복음복음    전하는전하는전하는전하는    자로자로자로자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목목목목사사사사와와와와    교사로교사로교사로교사로    주셨으니주셨으니주셨으니주셨으니    …………    
서서서서    론론론론                                                                                                                                                                                                                                                                                목사는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역 은사입니다. 그러나 초대 신약 교회 때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새 흠정역(the New King James Version)에서는 “목사(pastor)”라는 단어가 단 한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전통적인전통적인전통적인    관관관관점점점점    ‘목사’라는 사역 은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불가능한 짐(burden)이 목사에게 지워졌습니다. 허다한 지역 교회에서, 목사가 모든 일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잃어 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 양 무리를 돌보는 일, 재정에 대해 책임지는 일, 교사가 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등등. 어느 누구라도 이 위치에 홀로 남게 된다면, 그 사람은 매우 상처 받기 쉽게 됩니다. 수 천명의 목사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감정적으로, 혹은 정신적으로 완전히 파멸(breakdowns)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아부로 인해 교만의 밥이 되어 왔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이 없었기 때문에 재물(riches)의 속임에 굴복하게 되었고, 재정을 잘못 관리하여 왔습니다. 성경적인성경적인성경적인성경적인    관관관관점점점점    모든 사역 은사들은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사역을 감당하면서도 지역 교회 내에서는 한 팀으로(as a team) 동역(同役)하며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모든 사역을 목사에게 전담시키기 (이것은 우리의 오랜 전통이 되어 왔습니다) 보다는, 5 중 사역 은사를 가진 각자가 역할을 수행하는 모습이 신약 교회의 모습입니다. 지역 교회 내에서 5중 사역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켜(to prepare God’s people) 사역의 일(the work of the ministry)을 하도록 하기 위해 
�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 
�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충만함(fullness)과 성숙(maturity)의 자리에 까지 올려 놓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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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 혹은 목자의 사역 은사는 정상적으로 단지 한 교회에서만 역할을 수행합니다. 다른 사역 은사들은 한 지역 교회 내에서 역할을 수행할 뿐 만 아니라, 다른 교회들을 세우거나 다른 신자(信者) 들을 믿음 안에서 세우기 위해서 때때로 보내심을 받습니다. 목사목사목사목사(pastor)(pastor)(pastor)(pastor)라는라는라는라는    말의말의말의말의    정의정의정의정의    
� 목목목목자자자자(shepherd) 에베소서 4 장 11 절에서 ‘목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목자, 양 무리를 돌보는 사람, 양 떼를 먹일 뿐만 아니라 인도하는 사람, 감독자를 뜻하는 “포이멘(poimen)”입니다. “포이멘(poimen)”은 신약 성경에서 18 번 사용 되었고, 유일하게 단 한번만 목사로 번역 되었습니다. 그 밖의 17 번은 목자로 번역되었습니다.  5 중 사역자에 대한 목록이 완벽하게 제시되어 있는 에베소서 4 장에 목사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이멘(poimen)”이라는 단어를 목사라는 말로 빈번히 사용합니다. 그러나 보다 일반적인 성경적 용례와 실제적인 의미를 고려해 볼 때, 포이멘(poimen)”이라는 단어를 “목자”라는 단어로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이 더 성경적일 것입니다. 수 년 전에 경험 했던 균형(balance) 부족으로 인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목자(shepherd)”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카리스마틱 운동(the charismatic movement) 내에 있던 몇 몇 사람들이 목자라는 말을 사용 하였었고, 이 운동이 사람들에게 목양하는 운동(the Shepherding Movement)으로 알려 지게 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균형을 벗어나, 그리스도 몸 안에 많은 상처를 야기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행동에 옮기되, 되받아 치며 반응하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당신의 몸(His body)에 신약적 진리를 회복시키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계시에 따라 행동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와 목자라는 단어 모두가 성경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두 단어들을 이 책에서 교호적으로(interchangeably) 사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목목목목사사사사 - 교사교사교사교사 일부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라는 직임이 분리할 수 없고, 단지 4 개의 사역을 위한 은사만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에베소서 4 장에서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표현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라는 말로 교사와 목사가 함께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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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사의 사역이 분명 많은 부분에 있어서 가르치는 사역이기 때문에, 교사가 목사의 다른 표현일 뿐이라는 해석이 일리가 있습니다. 고결한 목사의 심정을 가지고, 그리고 목사로서 효과적으로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매우 가엾은 교사들일 뿐입니다. 말씀에 대해 매우 유능하며, 천부적으로 타고난 교사들이지만,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자신들이 가르치는 사람들과 유명무실한 목회적 관계만 가지고 있는 듯한 교사들도 또한 존재합니다. 이 성경 구절에 대한 생각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5 가지 뚜렷한 사역 은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목사와 교사를 나누어 연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5555 중중중중    사역자사역자사역자사역자(Fivefold Ministr(Fivefold Ministr(Fivefold Ministr(Fivefold Ministryyyy))))    5 중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고,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 만의 강점(strengths)이 있고, 한계(limitations)가 있습니다. 그 이유들 중의 하나는 5 중 사역 은사가 각 지역 교회에서 기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역 교회 내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한데” 까지 이르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준비시키고, 세우며, 성숙시켜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5 중 사역 은사 하나 하나가 일어나야 하며, 그 목적을 위해 5중 사역 은사 함께 사역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각기 다른 사역자 들을 세우셨을 때는 목적과 큰 배려 속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필요들을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필요들 하나 하나가 각 지역 교회 내에서 활동하는 5 중 사역자 들의 균형 잡힌 역할 수행으로 채워질 필요가 있음을 염두에 두셨습니다. 만일, 지역 교회 내에서 5 중 사역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공식적 인정 하에서(on a regular basis) 역할 수행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신자(信者) 들로 구성된 그리스도의 몸이 기독교적인 삶과 봉사의 일에 있어서 충만하고도, 균형 잡힌 성숙함(maturity)에 이르리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목사는목사는목사는목사는    감독자감독자감독자감독자(OVERSEERS) (OVERSEERS) (OVERSEERS) (OVERSEERS) 입니다입니다입니다입니다                                                                                                                                                                                                                행행행행 20:28  20:28  20:28  20:28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자기를자기를자기를자기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또는또는또는또는    온온온온    양양양양    떼떼떼떼를를를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삼삼삼삼가라가라가라가라    성성성성령령령령이이이이    저들저들저들저들    가가가가운운운운데데데데    너희로너희로너희로너희로    감독감독감독감독자를자를자를자를    삼삼삼삼고고고고    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    자기자기자기자기    피피피피로로로로    사신사신사신사신    교회를교회를교회를교회를    치게치게치게치게    하셨느니하셨느니하셨느니하셨느니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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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들을양들을양들을양들을    먹먹먹먹임임임임    감독자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는 “에피스코포스(episkopos)”입니다. 이 단어는 또한 “감독자(bishop)”라는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 뜻은 양들에게 꼴을 먹이는 사람입니다. 목사 혹은 목자와 관련이 있습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감독자는 사도들의 역할처럼 일단(一團)의 지역 교회들에 대해 권위를 갖는 자가 아니라, 한 지역 교회에서의 직분(function)입니다. 전통적인전통적인전통적인전통적인    관관관관점점점점    감독(bishops)은 신약에 계시된 모형이기에 그리고 지역 교회의 독립성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개선시키려는 사람들의 시도에 의해 교회 계급조직(an ecclesiastical hierarchy)의 한 부분으로 생기게 되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께서 사도와 선지자로 세우신 사람들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목자는 양 떼에 대한 감독자입니다. 목동의 보살핌에 의존하는 양 떼를 지켜보며, 산자락에 앉아 있는 목동을 상상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한 지역 교회 내의 모든 장로들 즉 감독자들은 자신들이 비록 목사의 사역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을지라도 목자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사역 은사를 얻으려 하는 사람들은 고상한 임무(a noble task)를 사모하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딤딤딤딤전전전전 3:1  3:1  3:1  3:1 미쁘미쁘미쁘미쁘다다다다    이이이이    말이여말이여말이여말이여: : : : 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감독감독감독감독의의의의    직분을직분을직분을직분을    얻얻얻얻으려으려으려으려    하하하하면면면면    선한선한선한선한    일을일을일을일을    사사사사모한다모한다모한다모한다    함이로다함이로다함이로다함이로다    호호호호칭칭칭칭(Title)(Title)(Title)(Title)이이이이    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    역할역할역할역할(Function)(Function)(Function)(Function)    “목사” 혹은 “목자”라는 말은 호칭(혹은 경칭)이 아니라 해야 할 역할이라는 것을 주지하십시오. 다른 5 중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라는 직임도 모두 호칭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양으로서양으로서양으로서양으로서    믿는믿는믿는믿는    자들자들자들자들                                                                                                                                                                                                                            “양 떼” 와 “양 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묘사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가장 듣기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은 우리의 매일 매일 삶에 대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 하심과 공급하심 그리고 돌보심에 의지해야 하는 우리의 의존성을 아주 적절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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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특별특별특별한한한한    돌봄돌봄돌봄돌봄이이이이    필필필필요함요함요함요함    양 떼는 특별한 돌봄이 필요합니다. 양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의존성이 강한 피조물입니다. 양들은 정말 자신 스스로 해낼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창창창창 4:2  4:2  4:2  4:2 그가그가그가그가    또또또또    가인의가인의가인의가인의    아우아우아우아우    아아아아벨벨벨벨을을을을    낳았낳았낳았낳았는데는데는데는데    아아아아벨벨벨벨은은은은    양양양양    치는치는치는치는    자이자이자이자이었었었었고고고고    가인가인가인가인은은은은    농농농농사사사사    하는하는하는하는    자이자이자이자이었더었더었더었더라라라라....    심지어 가족이 처음으로 생겨났던 시대 때부터, 양들은 사람들에 의해서 길러져야 했습니다. 꼴꼴꼴꼴을을을을    먹먹먹먹여야여야여야여야    할할할할    필필필필요가요가요가요가    있음있음있음있음    양들은 꼴을 먹일 필요가 있었습니다. 삼삼삼삼상상상상 17:15, 20  17:15, 20  17:15, 20  17:15, 20 다다다다윗윗윗윗은은은은    사울에게로사울에게로사울에게로사울에게로    왕왕왕왕래래래래하며하며하며하며    베들베들베들베들레레레레헴헴헴헴에서에서에서에서    그그그그    아아아아비비비비의의의의    양양양양을을을을    칠칠칠칠    때에때에때에때에    다다다다윗윗윗윗이이이이    아아아아침침침침에에에에    일일일일찌찌찌찌기기기기    일어나서일어나서일어나서일어나서    양양양양을을을을    양양양양    지키는지키는지키는지키는    자에게자에게자에게자에게    맡맡맡맡기고기고기고기고    이이이이새새새새의의의의    명명명명한한한한    대로대로대로대로    가지고가지고가지고가지고    가서가서가서가서    진진진진영영영영에에에에    이른이른이른이른즉즉즉즉    싸싸싸싸우려고우려고우려고우려고    고함하며고함하며고함하며고함하며    다윗은 양들을 돌봄을 받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동물들과는 달리, 양은 스스로의 힘으로 양식이나 물을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또한 양들은 지독할 정도로 방향 감각이 둔합니다. 쉽쉽쉽쉽게게게게    잃잃잃잃어어어어    버버버버림림림림    양은 쉽게 길을 잃어 버리고, 헤매는 경향이 있습니다.  렘렘렘렘 50:6  50:6  50:6  50:6 내내내내    백백백백성은성은성은성은    잃어잃어잃어잃어    버린버린버린버린    양양양양    떼떼떼떼로다로다로다로다    그그그그    목목목목자들이자들이자들이자들이    그들을그들을그들을그들을    곁곁곁곁길길길길로로로로    가게가게가게가게    하하하하여여여여    산산산산으로으로으로으로    돌돌돌돌이키게이키게이키게이키게    하였으하였으하였으하였으므므므므로로로로    그들이그들이그들이그들이    산산산산에서에서에서에서    작작작작은은은은    산산산산으로으로으로으로    돌돌돌돌아다니며아다니며아다니며아다니며    쉴쉴쉴쉴    곳곳곳곳을을을을    잊잊잊잊었었었었도다도다도다도다....    겔겔겔겔 34:12  34:12  34:12  34:12 목목목목자가자가자가자가    양양양양    가가가가운운운운데데데데    있는있는있는있는    날에날에날에날에    양양양양이이이이    흩흩흩흩어졌으어졌으어졌으어졌으면면면면    그그그그    떼떼떼떼를를를를    찾찾찾찾는는는는    것같이것같이것같이것같이    내가내가내가내가    내내내내    양양양양을을을을    찾찾찾찾아서아서아서아서    흐흐흐흐리고리고리고리고    캄캄캄캄캄캄캄캄한한한한    날에날에날에날에    그그그그    흩흩흩흩어진어진어진어진    모든모든모든모든    곳에서곳에서곳에서곳에서    그것들을그것들을그것들을그것들을    건건건건져져져져낼낼낼낼지라지라지라지라....    사사사사 53:6  53:6  53:6  53:6 우리는우리는우리는우리는    다다다다    양양양양    같아서같아서같아서같아서    그그그그릇릇릇릇    행하며행하며행하며행하며    각기각기각기각기    제제제제    길길길길로로로로    갔갔갔갔거늘거늘거늘거늘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께서는께서는께서는께서는    우리우리우리우리    무무무무리의리의리의리의    죄죄죄죄악악악악을을을을    그에게그에게그에게그에게    담담담담당시키셨도다당시키셨도다당시키셨도다당시키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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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가보호가보호가보호가    필필필필요함요함요함요함    양은 매우 무방비 상태입니다. 양들은 거의 모든 공격에 속수 무책으로 당합니다. 발톱이나 강력한 턱 혹은 빨리 달아날 수 있는 능력과 같은 그 어떤 방어력도 선천적으로 타고 나지 않았습니다. 양이라는 동물만이 모든 종류의 야생 동물들에게 노출된 먹이감 입니다. 마마마마 10:16  10:16  10:16  10:16 보보보보라라라라    내가내가내가내가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보보보보냄냄냄냄이이이이    양양양양을을을을    이리이리이리이리    가가가가운운운운데데데데    보보보보냄냄냄냄과과과과    같도다같도다같도다같도다    그러그러그러그러므므므므로로로로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뱀뱀뱀뱀같이같이같이같이    지지지지혜롭혜롭혜롭혜롭고고고고    비비비비둘기같이둘기같이둘기같이둘기같이    순순순순결하라결하라결하라결하라....    양들이 유일하게 안전할 때는 떼를 지어 모여있을 때입니다. 밤에 자신들이 보호 받기 위해서는 양우리(sheepfolds)와 목동이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가치가가치가가치가가치가    있는있는있는있는    이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양들은 소중한 재산으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양은 음식을 위해 고기를 그리고 의복을 위해 모직(wool)을 제공합니다. 양들은 자신들의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며, 함께 모여 목자를 따라가는 능력은 가지고 있습니다. 요요요요 10:3  10:3  10:3  10:3 문지기는문지기는문지기는문지기는    그를그를그를그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문을문을문을문을    열고열고열고열고    양양양양은은은은    그의그의그의그의    음성을음성을음성을음성을    듣듣듣듣나니나니나니나니    그가그가그가그가    자기자기자기자기    양양양양의의의의    이이이이름름름름을을을을    각각각각각각각각    불러불러불러불러    인도하여인도하여인도하여인도하여    내느니라내느니라내느니라내느니라....    살살살살아아아아남남남남기기기기    위해위해위해위해    목자가목자가목자가목자가    필필필필요함요함요함요함    4444 절절절절;;;;    자기자기자기자기    양양양양을을을을    다다다다    내어내어내어내어놓놓놓놓은은은은    후후후후에에에에    앞서앞서앞서앞서    가가가가면면면면    양양양양들이들이들이들이    그의그의그의그의    음성을음성을음성을음성을    아는아는아는아는    고로고로고로고로    따따따따라오되라오되라오되라오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그들을 돌봐주고, 감독하며, 간호하고 먹여주는 목자가 없이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 남을 수 없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우리의우리의우리의    목자목자목자목자    되신되신되신되신    예수님예수님예수님예수님                                                                                                                                                                                                        목자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던 시기와 초대 교회가 설립되었을 때를 아주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목자와 양은 매일 매일의 삶과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습니다. 목자는 어느 곳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목자가 하는 일은 위세를 떨만하거나 존경할 만한 직업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 복음 10 장 1 절~16 절에 목자에 대해 아주 완벽하게 설명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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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요요 10:1~3  10:1~3  10:1~3  10:1~3 내가내가내가내가    진실로진실로진실로진실로    진실로진실로진실로진실로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이르이르이르이르노노노노니니니니    양양양양의의의의    우리에우리에우리에우리에    문으로문으로문으로문으로    들어가들어가들어가들어가지지지지    아니하고아니하고아니하고아니하고    다른다른다른다른    데로데로데로데로    넘넘넘넘어가는어가는어가는어가는    자는자는자는자는    절절절절도며도며도며도며    강강강강도요도요도요도요    문으로문으로문으로문으로    들어가는들어가는들어가는들어가는    이가이가이가이가    양양양양의의의의    목목목목자라자라자라자라    문지기는문지기는문지기는문지기는    그를그를그를그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문을문을문을문을    열고열고열고열고    양양양양은은은은    그의그의그의그의    음성을음성을음성을음성을    듣듣듣듣나니나니나니나니    그가그가그가그가    자기자기자기자기    양양양양의의의의    이이이이름름름름을을을을    각각각각각각각각    불러불러불러불러    인도하여인도하여인도하여인도하여    내느니라내느니라내느니라내느니라....    양우리(Sheepfold)는 양들이 들어오고 나올 수 있는 탁 트인 지역에 위치하며 울타리로 빙 둘러쳐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자주, 밤 동안 더 많은 목자들로부터 보호 받기 위해서 여러 무리의 양들이 한 곳의 양우리로 들어오곤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목자들도 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예수님은예수님은예수님은    문문문문((((門門門門))))이십니다이십니다이십니다이십니다    실제로 많은 양우리(sheepfold)에는 문(gate)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목자는 양들을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고, 그리고 나서 밤 동안 양들을 지키기 위해 양 무리와 그 입구사이 틈에서 잠을 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유일한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오는 사람만이 즉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양들에게 참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의그의그의그의    목소리를목소리를목소리를목소리를    앎앎앎앎    4~54~54~54~5 절절절절;;;;    자기자기자기자기    양양양양을을을을    다다다다    내어내어내어내어놓놓놓놓은은은은    후후후후에에에에    앞서앞서앞서앞서    가가가가면면면면    양양양양들이들이들이들이    그의그의그의그의    음성을음성을음성을음성을    아는아는아는아는    고고고고로로로로    따따따따라오되라오되라오되라오되    타타타타인의인의인의인의    음성은음성은음성은음성은    알알알알지지지지    못하는못하는못하는못하는    고로고로고로고로    타타타타인을인을인을인을    따따따따르지르지르지르지    아니하고아니하고아니하고아니하고    도리어도리어도리어도리어    도도도도망망망망하느니라하느니라하느니라하느니라....    예수님 당시, 큰 양 무리에는 아침에 양들을 몰고 나가는 목자장이 있었습니다. 양들은 자기들이 따르는 목자 음성을 알고 있었고, 그가 돌아와 부를 때까지 기다리곤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6~106~106~106~10 절절절절;;;;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이이이이    비비비비유로유로유로유로    저희에게저희에게저희에게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말씀하셨으나말씀하셨으나말씀하셨으나    저희는저희는저희는저희는    그그그그    하신하신하신하신    말씀이말씀이말씀이말씀이    무무무무엇엇엇엇인지인지인지인지    알알알알지지지지    못하니라못하니라못하니라못하니라    그러그러그러그러므므므므로로로로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다시다시다시다시    이르시되이르시되이르시되이르시되    내가내가내가내가    진실로진실로진실로진실로    진실진실진실진실로로로로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말하말하말하말하노노노노니니니니    나는나는나는나는    양양양양의의의의    문이라문이라문이라문이라    나나나나보보보보다다다다    먼먼먼먼저저저저    온온온온    자는자는자는자는    다다다다    절절절절도요도요도요도요    강강강강도도도도니니니니    양양양양들이들이들이들이    듣듣듣듣지지지지    아니하였느니라아니하였느니라아니하였느니라아니하였느니라    내가내가내가내가    문이니문이니문이니문이니    누누누누구든지구든지구든지구든지    나로나로나로나로    말말말말미암미암미암미암아아아아    들어가들어가들어가들어가면면면면    구구구구원원원원을을을을    얻얻얻얻고고고고    또는또는또는또는    들어가며들어가며들어가며들어가며    나오며나오며나오며나오며    꼴꼴꼴꼴을을을을    얻얻얻얻으리라으리라으리라으리라    도적이도적이도적이도적이    오는오는오는오는    것은것은것은것은    도적도적도적도적질질질질하고하고하고하고    죽죽죽죽이고이고이고이고    멸멸멸멸망망망망시키려는시키려는시키려는시키려는    것것것것뿐뿐뿐뿐이요이요이요이요    내가내가내가내가    온온온온    것은것은것은것은    양양양양으로으로으로으로    생생생생명명명명을을을을    얻얻얻얻게게게게    하고하고하고하고    더더더더    풍성히풍성히풍성히풍성히    얻얻얻얻게게게게    하려는하려는하려는하려는    것이라것이라것이라것이라....    



~ 104 ~ 

선한선한선한선한    목자목자목자목자    11~1411~1411~1411~14 절절절절;;;;    나는나는나는나는    선한선한선한선한    목목목목자라자라자라자라    선한선한선한선한    목목목목자는자는자는자는    양양양양들을들을들을들을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목숨목숨목숨목숨을을을을    버리거니버리거니버리거니버리거니와와와와    삯삯삯삯군군군군은은은은    목목목목자도자도자도자도    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양양양양도도도도    제제제제    양양양양이이이이    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    이리가이리가이리가이리가    오는오는오는오는    것을것을것을것을    보면보면보면보면    양양양양을을을을    버리버리버리버리고고고고    달달달달아나나니아나나니아나나니아나나니    이리가이리가이리가이리가    양양양양을을을을    늑탈늑탈늑탈늑탈하고하고하고하고    또또또또    헤헤헤헤치느니라치느니라치느니라치느니라    달달달달아나는아나는아나는아나는    것은것은것은것은    저가저가저가저가    삯삯삯삯군군군군인인인인    까까까까닭닭닭닭에에에에    양양양양을을을을    돌돌돌돌아아아아보보보보지지지지    아니함이나아니함이나아니함이나아니함이나    나는나는나는나는    선한선한선한선한    목목목목자라자라자라자라    내가내가내가내가    내내내내    양양양양을을을을    알알알알고고고고    양양양양도도도도    나를나를나를나를    아는아는아는아는    것이것이것이것이    돈을 위해 양을 돌보는 사람, 즉 삯꾼과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참 목자 사이의 차이점을 지적하셨습니다. 15~1615~1615~1615~16 절절절절;;;;    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    나를나를나를나를    아시고아시고아시고아시고    내가내가내가내가    아버지를아버지를아버지를아버지를    아는아는아는아는    것것것것    같으니같으니같으니같으니    나는나는나는나는    양양양양을을을을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목숨목숨목숨목숨을을을을    버리버리버리버리노노노노라라라라    또또또또    이이이이    우리에우리에우리에우리에    들지들지들지들지    아니한아니한아니한아니한    다른다른다른다른    양양양양들이들이들이들이    내게내게내게내게    있어있어있어있어    내내내내가가가가    인도하여야인도하여야인도하여야인도하여야    할할할할    터이니터이니터이니터이니    저희도저희도저희도저희도    내내내내    음성을음성을음성을음성을    듣듣듣듣고고고고    한한한한    무무무무리가리가리가리가    되어되어되어되어    한한한한    목목목목자에게자에게자에게자에게    있으리라있으리라있으리라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목자(the Great Shepherd)이십니다. 히히히히 13:20  13:20  13:20  13:20 양양양양의의의의    큰큰큰큰    목목목목자이신자이신자이신자이신    우리우리우리우리    주주주주    예수를예수를예수를예수를    영원영원영원영원한한한한    언약언약언약언약의의의의    피피피피로로로로    죽죽죽죽은은은은    자자자자    가가가가운운운운데서데서데서데서    이이이이끌끌끌끌어어어어    내신내신내신내신    평강평강평강평강의의의의    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    영영영영혼혼혼혼의의의의    목자목자목자목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 영혼의 감독이십니다. 벧벧벧벧전전전전 2:25  2:25  2:25  2:25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전에는전에는전에는전에는    양양양양과과과과    같이같이같이같이    길길길길을을을을    잃잃잃잃었더었더었더었더니니니니    이제는이제는이제는이제는    너희너희너희너희    영혼영혼영혼영혼의의의의    목목목목자자자자와와와와    감독감독감독감독    되신되신되신되신    이에게이에게이에게이에게    돌돌돌돌아아아아왔왔왔왔느니라느니라느니라느니라....    목자장목자장목자장목자장    예수님께서는 목자장(the Chief Shepherd)이십니다. 벧벧벧벧전전전전 5:4  5:4  5:4  5:4 그리하그리하그리하그리하면면면면    목목목목자장이자장이자장이자장이    나나나나타타타타나실나실나실나실    때에때에때에때에    시들지시들지시들지시들지    아니하는아니하는아니하는아니하는    영광영광영광영광의의의의    면류면류면류면류관을관을관을관을    얻얻얻얻으리라으리라으리라으리라....    긍휼긍휼긍휼긍휼히히히히    여기는여기는여기는여기는    목자목자목자목자    예수님은 사람들에 대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지치고 뿔뿔이 흩어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마마마    9999:36 :36 :36 :36 무무무무리를리를리를리를    보보보보시고시고시고시고    민민민민망망망망히히히히    여기시니여기시니여기시니여기시니    이는이는이는이는    저희가저희가저희가저희가    목목목목자자자자    없없없없는는는는    양양양양과과과과    같이같이같이같이    고고고고생하며생하며생하며생하며    유리함이라유리함이라유리함이라유리함이라....    목자로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은 지역교회에서 목자 혹은 목사로 부르심을 받은 각 사람에게 사역의 본(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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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문문    제제제제                                                                                                                                                                                                                                                                                1. 목사(pastor), 목자(shepherd), 감독(overseer), 그리고 감독자(bishop) 이들 단어들에 대해 정의를 내려보십시오.    2. 우리에게 참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잘 나타내 주는 믿는 자들의 “양 같은(sheep-like)” 특성들에 대해 말씀해보십시오.    3.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예수님의 특성들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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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10  10  10  10 과과과과    

목사목사목사목사, 혹은혹은혹은혹은 목자의목자의목자의목자의 사역사역사역사역(계속계속계속계속) 엡엡엡엡 4:11 4:11 4:11 4:11 그가그가그가그가    혹은혹은혹은혹은    사도로사도로사도로사도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선지자로선지자로선지자로선지자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복음복음복음복음    전하는전하는전하는전하는    자로자로자로자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목목목목사사사사와와와와    교사로교사로교사로교사로    주셨으니주셨으니주셨으니주셨으니    …………    
목사목사목사목사((((목자목자목자목자))))의의의의    특별한특별한특별한특별한    자격조건들자격조건들자격조건들자격조건들                                                                                                                                                                                목자(목사)들은 장로들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자질들 외에도, 추가적으로 몇 가지 자질들을 더 갖추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목자(목사)들은 목자라는 이 각별한 사역 은사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자신들을 갖추는 특별한 역량들을 계발해야만 합니다. 양들을양들을양들을양들을    인도인도인도인도    목자(목사)는 양들을 인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요요요 10 10 10 10:4 :4 :4 :4 자기자기자기자기    양양양양을을을을    다다다다    내어내어내어내어놓놓놓놓은은은은    후후후후에에에에    앞서앞서앞서앞서    가가가가면면면면    양양양양들이들이들이들이    그의그의그의그의    음성을음성을음성을음성을    아는아는아는아는    고고고고로로로로    따따따따라오되라오되라오되라오되    만일, 목자들이 지역 교회 내의 신자(信者)들을 인도하려면은 이미 목자들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고 있어야만 합니다. 목자들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살아 역동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며, 그러한 하나님 말씀의 진리들을 자신들의 생활 가운데서 경험해야만 합니다. 만일 지도자격인 목자가 지역 교회 내의 신자(信者)들이 기도하기를 원한다면, 목자 자신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신자(信者)들이 십일조와 헌금에 신실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본인들 스스로가 먼저 십일조와 헌금에 신실한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이 영혼 구원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목사들 자신들이 영혼 구원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목자들은 믿는 자들의 본(本)이 되어야만 합니다. 히히히히 13:7  13:7  13:7  13:7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이르고이르고이르고이르고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인도하던인도하던인도하던인도하던    자들을자들을자들을자들을    생각하며생각하며생각하며생각하며    저희저희저희저희    행실의행실의행실의행실의    종종종종말을말을말을말을    주의하여주의하여주의하여주의하여    보보보보고고고고    저희저희저희저희    믿음을믿음을믿음을믿음을    본본본본받으라받으라받으라받으라....    딤딤딤딤전전전전 4:12  4:12  4:12  4:12 누누누누구든지구든지구든지구든지    네네네네    연소함을연소함을연소함을연소함을    업업업업신여기지신여기지신여기지신여기지    못하게못하게못하게못하게    하고하고하고하고    오직오직오직오직    말과말과말과말과    행실과행실과행실과행실과    사랑과사랑과사랑과사랑과    믿음과믿음과믿음과믿음과    정정정정절절절절에에에에    대하여대하여대하여대하여    믿는믿는믿는믿는    자에게자에게자에게자에게    본본본본이이이이    되어되어되어되어    벧벧벧벧전전전전 5:2~3  5:2~3  5:2~3  5:2~3 너희너희너희너희    중에중에중에중에    있는있는있는있는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양양양양    무무무무리를리를리를리를    치되치되치되치되    부부부부득득득득이함으로이함으로이함으로이함으로    하지하지하지하지    말고말고말고말고    오직오직오직오직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뜻뜻뜻뜻을을을을    좇좇좇좇아아아아    자자자자원원원원함으로함으로함으로함으로    하며하며하며하며    더더더더러러러러운운운운    이를이를이를이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하지하지하지하지    말고말고말고말고    오오오오직직직직    즐즐즐즐거거거거운운운운    뜻뜻뜻뜻으로으로으로으로    하며하며하며하며    맡맡맡맡기기기기운운운운    자들에게자들에게자들에게자들에게    주장하는주장하는주장하는주장하는    자세를자세를자세를자세를    하지하지하지하지    말고말고말고말고    오직오직오직오직    양양양양    무무무무리의리의리의리의    본본본본이이이이    되라되라되라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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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고전고전고전 11:1  11:1  11:1  11:1 내가내가내가내가    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그리스도를    본본본본받는받는받는받는    자자자자    된된된된    것같이것같이것같이것같이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나를나를나를나를    본본본본받받받받는는는는    자자자자    되라되라되라되라....    양들을양들을양들을양들을    먹먹먹먹임임임임    목자는 양들을 먹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렘렘렘렘 23:4  23:4  23:4  23:4 ““““내가내가내가내가    그들을그들을그들을그들을    기르는기르는기르는기르는    목목목목자들을자들을자들을자들을    그들그들그들그들    위에위에위에위에    세우리니세우리니세우리니세우리니    그들이그들이그들이그들이    다시는다시는다시는다시는    두려두려두려두려워워워워하거나하거나하거나하거나    놀놀놀놀라거나라거나라거나라거나    축축축축이이이이    나지나지나지나지    아니하리라아니하리라아니하리라아니하리라....””””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의의의의    말이니라말이니라말이니라말이니라....    렘렘렘렘 3:15  3:15  3:15  3:15 내가내가내가내가    또또또또    내내내내    마음에마음에마음에마음에    합하는합하는합하는합하는    목목목목자를자를자를자를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주리니주리니주리니주리니    그들이그들이그들이그들이    지지지지식식식식과과과과    명명명명철철철철로로로로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양양양양육육육육하리라하리라하리라하리라....    행행행행 20:28  20:28  20:28  20:28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자기를자기를자기를자기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또는또는또는또는    온온온온    양양양양    떼떼떼떼를를를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삼삼삼삼가라가라가라가라    성성성성령령령령이이이이    저들저들저들저들    가가가가운운운운데데데데    너희로너희로너희로너희로    감독감독감독감독자를자를자를자를    삼삼삼삼고고고고    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    자기자기자기자기    피피피피로로로로    사신사신사신사신    교회를교회를교회를교회를    치치치치게게게게    하셨느니하셨느니하셨느니하셨느니라라라라....    만일, 양들이 길러지고 성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균형 잡히고, 좋은 영적인 음식과 물을 공급 받아야만 합니다. 자기자기자기자기    자신들이자신들이자신들이자신들이    먹먹먹먹음음음음    목자들은 하나님 말씀 연구와 기도에 전념해야만 합니다. 만일 목자들이 양들에게 꼴을 먹이려면, 먼저 본인 스스로 하나님 말씀을 읽으며 축제의 시간을 갖도록 시간을 할애해야만 합니다. 행행행행 6:4  6:4  6:4  6:4 …………우리는우리는우리는우리는    기도하는기도하는기도하는기도하는    것과것과것과것과    말씀말씀말씀말씀    전하는전하는전하는전하는    것을것을것을것을    전전전전무무무무((((專務專務專務專務))))하리라하리라하리라하리라    하니하니하니하니    렘렘렘렘 10:21  10:21  10:21  10:21 목목목목자들은자들은자들은자들은    우우우우준준준준하여하여하여하여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를를를를    찾찾찾찾지지지지    아니하아니하아니하아니하므므므므로로로로    형형형형통치통치통치통치    못하며못하며못하며못하며    그그그그    모모모모든든든든    양양양양    떼떼떼떼는는는는    흩흩흩흩어졌도다어졌도다어졌도다어졌도다....    균균균균형형형형    잡힌잡힌잡힌잡힌    식사식사식사식사    목자들은 신자(信者)들이 균형 잡힌 식단으로 꼴을 먹고, 계속적으로 다른 장로들 즉 사도들, 선지자들, 복음 전하는 자들, 교사들의 사역을 통해 혜택을 받도록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공급되는 음식이 신선한 만나(manna) 즉 오늘날 하나님께서 행하시며, 말씀하시는 바에 관한 것이 되도록 살필 것입니다. 렘렘렘렘 15:16  15:16  15:16  15:16 만만만만군군군군의의의의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시여시여시여시여    나는나는나는나는    주의주의주의주의    이이이이름름름름으로으로으로으로    일일일일컬컬컬컬음을음을음을음을    받는받는받는받는    자라자라자라자라    내가내가내가내가    주의주의주의주의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얻얻얻얻어어어어    먹었먹었먹었먹었사오니사오니사오니사오니    주의주의주의주의    말씀은말씀은말씀은말씀은    내게내게내게내게    기기기기쁨쁨쁨쁨과과과과    내내내내    마음의마음의마음의마음의    즐즐즐즐거거거거움이오나움이오나움이오나움이오나    엡엡엡엡 4:13  4:13  4:13  4:13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다다다다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아들을아들을아들을아들을    믿는믿는믿는믿는    것과것과것과것과    아는아는아는아는    일에일에일에일에    하나가하나가하나가하나가    되어되어되어되어    온전한온전한온전한온전한    사람을사람을사람을사람을    이루어이루어이루어이루어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장성한장성한장성한장성한    분량이분량이분량이분량이    충만한충만한충만한충만한    데까지데까지데까지데까지    이르리니이르리니이르리니이르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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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숙능숙능숙능숙    능란능란능란능란하게하게하게하게    의사소통을의사소통을의사소통을의사소통을    함함함함    목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먹이는 일에 능숙 능란해야 합니다. 양무리 안에는 모든 연령층의 양들이 있기 때문에, 매우 어린 아이들에서부터 성숙한 자에 이르기까지 영적인 모든 연령층과 의사 소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요요요요 16:12  16:12  16:12  16:12 내가내가내가내가    아직도아직도아직도아직도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이를이를이를이를    것이것이것이것이    많으나많으나많으나많으나    지금은지금은지금은지금은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감감감감당치당치당치당치    못하못하못하못하리라리라리라리라....    사사사사 40:11  40:11  40:11  40:11 그는그는그는그는    목목목목자같이자같이자같이자같이    양무양무양무양무리를리를리를리를    먹먹먹먹이시며이시며이시며이시며    어린어린어린어린    양양양양을을을을    그그그그    팔팔팔팔로로로로    모아모아모아모아    품품품품에에에에    안안안안으시며으시며으시며으시며    젖젖젖젖먹먹먹먹이는이는이는이는    암암암암컷컷컷컷들을들을들을들을    온온온온순순순순히히히히    인도하시리로다인도하시리로다인도하시리로다인도하시리로다....    사사사사 40:2 40:2 40:2 40:29999    피피피피곤곤곤곤한한한한    자에게는자에게는자에게는자에게는    능능능능력력력력을을을을    주시며주시며주시며주시며    무무무무능한능한능한능한    자에게는자에게는자에게는자에게는    힘을힘을힘을힘을    더더더더하시나니하시나니하시나니하시나니    개인적이고개인적이고개인적이고개인적이고, , , , 인격적인인격적인인격적인인격적인    관계를관계를관계를관계를    가가가가짐짐짐짐    목사는 양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야만 합니다. 요요요요 10:27  10:27  10:27  10:27 내내내내    양양양양은은은은    내내내내    음성을음성을음성을음성을    들으며들으며들으며들으며    나는나는나는나는    저희를저희를저희를저희를    알알알알며며며며    저희는저희는저희는저희는    나를나를나를나를    따따따따르느니르느니르느니르느니라라라라....    요요요요 10:3  10:3  10:3  10:3 문지기는문지기는문지기는문지기는    그를그를그를그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문을문을문을문을    열고열고열고열고    양양양양은은은은    그의그의그의그의    음성을음성을음성을음성을    듣듣듣듣나니나니나니나니    그가그가그가그가    자기자기자기자기    양양양양의의의의    이이이이름름름름을을을을    각각각각각각각각    불러불러불러불러    인도하여인도하여인도하여인도하여    내느니라내느니라내느니라내느니라....    그들의 대부분의 장로들이 그런 역할을 수행하는 것처럼, 한 지역 교회 안에는 양들 개개인을 이름으로 알고, 그 개개인이 한 목자와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역할을 수행하는 충만한 수(數)의 목자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목자들은 신자(信者)들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자들과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고, 알아갈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야 하며, 다가가기 쉬워야만 합니다. 목자들은 성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낼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에스겔은 목사가 아니었지만, 그는 자신이 이끄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간을 할애하는 탁월한 지도자의 본(本)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겔겔겔겔 3:15  3:15  3:15  3:15 이에이에이에이에    내가내가내가내가    델델델델아아아아빕빕빕빕에에에에    이르러이르러이르러이르러    그그그그    사로사로사로사로잡힌잡힌잡힌잡힌    백백백백성성성성    곧곧곧곧    그그그그발발발발    강강강강가에가에가에가에    거하는거하는거하는거하는    자들에게자들에게자들에게자들에게    나아가나아가나아가나아가    그그그그    중에서중에서중에서중에서    민민민민답답답답((((悶畓悶畓悶畓悶畓))))히히히히    칠칠칠칠    일을일을일을일을    지내니라지내니라지내니라지내니라....    힘힘힘힘의의의의    원원원원천천천천    목사들은 자신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적인 힘과 격려의 원천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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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빌빌빌 1:27 1:27 1:27 1:27bbbb~28 ~28 ~28 ~28 오직오직오직오직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복음에복음에복음에복음에    합당하게합당하게합당하게합당하게    생활하라생활하라생활하라생활하라    이는이는이는이는    내가내가내가내가    너희너희너희너희를를를를    가가가가    보보보보나나나나    떠나떠나떠나떠나    있으나있으나있으나있으나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일심으로일심으로일심으로일심으로    서서서서서서서서    한한한한    뜻뜻뜻뜻으로으로으로으로    복음의복음의복음의복음의    신신신신앙앙앙앙을을을을    위하위하위하위하여여여여    협협협협력력력력하는하는하는하는    것과것과것과것과    아아아아무무무무    일에든지일에든지일에든지일에든지    대적하는대적하는대적하는대적하는    자를자를자를자를    인하여인하여인하여인하여    두려두려두려두려워워워워하지하지하지하지    아니하는아니하는아니하는아니하는    이이이이    일을일을일을일을    듣듣듣듣고자고자고자고자    함이라함이라함이라함이라    이것이이것이이것이이것이    저희에게는저희에게는저희에게는저희에게는    멸멸멸멸망망망망의의의의    빙빙빙빙거요거요거요거요    너희에게는너희에게는너희에게는너희에게는    구구구구원원원원의의의의    빙빙빙빙거니거니거니거니    이는이는이는이는    하나님께로부터하나님께로부터하나님께로부터하나님께로부터    난난난난    것이니라것이니라것이니라것이니라....    히히히히 13:7  13:7  13:7  13:7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이르고이르고이르고이르고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인도하던인도하던인도하던인도하던    자들을자들을자들을자들을    생각하며생각하며생각하며생각하며    저희저희저희저희    행실의행실의행실의행실의    종종종종말을말을말을말을    주의하여주의하여주의하여주의하여    보보보보고고고고    저희저희저희저희    믿음을믿음을믿음을믿음을    본본본본받으라받으라받으라받으라....    목자가 양들에 대해 실제적으로 측은히 여길 수 밖에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 때문입니다. 눅눅눅눅 15: 4  15: 4  15: 4  15: 4 너희너희너희너희    중에중에중에중에    어느어느어느어느    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양양양양    일일일일백백백백    마리가마리가마리가마리가    있는데있는데있는데있는데    그그그그    중에중에중에중에    하나를하나를하나를하나를    잃으잃으잃으잃으면면면면    아아아아흔흔흔흔아아아아홉홉홉홉    마리를마리를마리를마리를    들에들에들에들에    두고두고두고두고    그그그그    잃은잃은잃은잃은    것을것을것을것을    찾찾찾찾도록도록도록도록    찾찾찾찾아아아아    다니지다니지다니지다니지    아니하느아니하느아니하느아니하느냐냐냐냐????    목목목목숨숨숨숨을을을을    버버버버림림림림    목자는 기꺼이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요요요요 10:15  10:15  10:15  10:15 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    나를나를나를나를    아시고아시고아시고아시고    내가내가내가내가    아버지를아버지를아버지를아버지를    아는아는아는아는    것같으니것같으니것같으니것같으니    나는나는나는나는    양양양양을을을을    위위위위하여하여하여하여    목숨목숨목숨목숨을을을을    버리버리버리버리노노노노라라라라....    요일요일요일요일 3:16  3:16  3:16  3:16 그가그가그가그가    우리를우리를우리를우리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목숨목숨목숨목숨을을을을    버리셨으니버리셨으니버리셨으니버리셨으니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이로써이로써이로써이로써    사랑을사랑을사랑을사랑을    알알알알고고고고    우리도우리도우리도우리도    형형형형제들을제들을제들을제들을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목숨목숨목숨목숨을을을을    버리는버리는버리는버리는    것이것이것이것이    마땅하니라마땅하니라마땅하니라마땅하니라....    계계계계 12:11  12:11  12:11  12:11 또또또또    여러여러여러여러    형형형형제가제가제가제가    어린어린어린어린    양양양양의의의의    피와피와피와피와    자기의자기의자기의자기의    증거하는증거하는증거하는증거하는    말을말을말을말을    인하여인하여인하여인하여    저를저를저를저를    이기이기이기이기었었었었으니으니으니으니    그들은그들은그들은그들은    죽죽죽죽기까지기까지기까지기까지    자기자기자기자기    생생생생명명명명을을을을    아아아아끼끼끼끼지지지지    아니하였도다아니하였도다아니하였도다아니하였도다....    목자들은 양들에 대해 깊은 헌신과 충성스러운 태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목자가 자신들에 대해 완전히 헌신하고 있음을 알게 될 때, 그들 또한 자신들의 목자에게 완전히 헌신하게 될 것입니다. 이 헌신은 양들을 향해 자신의 삶과 시간과 관심 그리고 힘을 얼마나 쏟아 붓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요요요요 10:11  10:11  10:11  10:11 나는나는나는나는    선한선한선한선한    목목목목자라자라자라자라    선한선한선한선한    목목목목자는자는자는자는    양양양양들을들을들을들을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목숨목숨목숨목숨을을을을    버리거니버리거니버리거니버리거니와와와와    무관심에무관심에무관심에무관심에    대해대해대해대해    꾸꾸꾸꾸지람을지람을지람을지람을    받음받음받음받음    양들의 필요들에 대해 무관심했기 때문에 목자들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겔겔겔겔 34:4  34:4  34:4  34:4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그그그그    연연연연약약약약한한한한    자를자를자를자를    강강강강하게하게하게하게    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    병병병병든든든든    자를자를자를자를    고치지고치지고치지고치지    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 , , , 상한상한상한상한    자를자를자를자를    싸싸싸싸매매매매어어어어    주지주지주지주지    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 , , , 쫓긴쫓긴쫓긴쫓긴    자를자를자를자를    돌돌돌돌아오게아오게아오게아오게    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 , , , 잃어잃어잃어잃어    버린버린버린버린    자를자를자를자를    찾찾찾찾지지지지    아니하고아니하고아니하고아니하고, , , , 다만다만다만다만    강포강포강포강포로로로로    그것들을그것들을그것들을그것들을    다스다스다스다스렸렸렸렸도다도다도다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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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요요 10:12  10:12  10:12  10:12 삯삯삯삯군군군군은은은은    목목목목자도자도자도자도    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양양양양도도도도    제제제제    양양양양이이이이    아니라아니라아니라아니라    이리가이리가이리가이리가    오는오는오는오는    것을것을것을것을    보면보면보면보면    양양양양을을을을    버리고버리고버리고버리고    달달달달아나나니아나나니아나나니아나나니    이리가이리가이리가이리가    양양양양을을을을    늑탈늑탈늑탈늑탈하고하고하고하고    또또또또    헤헤헤헤치느니라치느니라치느니라치느니라....    렘렘렘렘 23:2  23:2  23:2  23:2 그러그러그러그러므므므므로로로로    이스라이스라이스라이스라엘엘엘엘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    나나나나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가가가가    내내내내    백백백백성을성을성을성을    기르는기르는기르는기르는    목목목목자에게자에게자에게자에게    이같이이같이이같이이같이    말하말하말하말하노노노노라라라라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내내내내    양무양무양무양무리를리를리를리를    흩흩흩흩으며으며으며으며    그것을그것을그것을그것을    몰몰몰몰아내고아내고아내고아내고    돌돌돌돌아아아아보보보보지지지지    아아아아니하였도니하였도니하였도니하였도다다다다    보보보보라라라라    내가내가내가내가    너희의너희의너희의너희의    악악악악행을행을행을행을    인하여인하여인하여인하여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보보보보응응응응하리라하리라하리라하리라....””””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의의의의    말이니라말이니라말이니라말이니라....    깊깊깊깊은은은은    사랑사랑사랑사랑    목자들은 자신들이 양 하나 하나에 대해 하나님께 계산을 해야만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깊은 사랑으로 양들을 돌볼 것입니다. 히히히히 13:17  13:17  13:17  13:17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인도하는인도하는인도하는인도하는    자들에게자들에게자들에게자들에게    순종순종순종순종하고하고하고하고    복복복복종종종종하라하라하라하라    저희는저희는저희는저희는    너희너희너희너희    영혼영혼영혼영혼을을을을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경성하기를경성하기를경성하기를경성하기를    자기가자기가자기가자기가    회계할회계할회계할회계할    자인자인자인자인    것같이것같이것같이것같이    하느니라하느니라하느니라하느니라    저희로저희로저희로저희로    하여금하여금하여금하여금    즐즐즐즐거거거거움으로움으로움으로움으로    이것을이것을이것을이것을    하게하게하게하게    하고하고하고하고    근근근근심으로심으로심으로심으로    하게하게하게하게    말라말라말라말라    그그그그렇렇렇렇지지지지    않으않으않으않으면면면면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유유유유익익익익이이이이    없없없없느니라느니라느니라느니라    목자들은 자신들의 생애와 사역보다 양들의 잘됨(the well-being)을 우선시 할 것입니다. 
목사목사목사목사((((목자목자목자목자))))의의의의    사역사역사역사역                                                                                                                                                                                                                                목자의 사역은 잃어 버린 사람들을 계속해서 찾는 것입니다. 눅눅눅눅 15:4  15:4  15:4  15:4 너희너희너희너희    중에중에중에중에    어느어느어느어느    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양양양양    일일일일백백백백    마리가마리가마리가마리가    있는데있는데있는데있는데    그그그그    중에중에중에중에    하나를하나를하나를하나를    잃으잃으잃으잃으면면면면    아아아아흔흔흔흔아아아아홉홉홉홉    마리를마리를마리를마리를    들에들에들에들에    두고두고두고두고    그그그그    잃은잃은잃은잃은    것을것을것을것을    찾찾찾찾도록도록도록도록    찾찾찾찾아아아아    다니지다니지다니지다니지    아니하느아니하느아니하느아니하느냐냐냐냐????    목자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疏遠)해진 사람들을 다가 갑니다. 그 어떤 양이라도 방황하기 시작하면, 목자는 그 양에 대해 신속히 대처할 것입니다. 그는 양들을 따라갈 것입니다. 그는 전화를 걸기도 하고, 집을 방문해 양무리로 돌아 올 것을 권할 것입니다. 양무리를양무리를양무리를양무리를    보호함보호함보호함보호함    목자는 위험으로부터 양무리를 보호할 것입니다. 행행행행 20:2 20:2 20:2 20:29999    내가내가내가내가    떠떠떠떠난난난난    후후후후에에에에    흉흉흉흉악악악악한한한한    이리가이리가이리가이리가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들어들어들어들어와와와와서서서서    그그그그    양양양양    떼떼떼떼를를를를    아아아아끼끼끼끼지지지지    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    목자는 언제나 안 밖으로 양 떼들에게 찾아오는 위험에 대해 경계할 것입니다. 목자는 고통에 신음하는 자들과 실족하여 쓰러져 있는 자들을 알고 있습니다. 목자는 누군가가 잘못된 교리를 끌어 들이는지 혹은 누군가가 분열과 분쟁을 일으키려 하는지 경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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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필필필요들을요들을요들을요들을    돌봄돌봄돌봄돌봄    목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돌볼 것입니다. 사사사사 58:6~7  58:6~7  58:6~7  58:6~7 나의나의나의나의    기기기기뻐뻐뻐뻐하는하는하는하는    금금금금식식식식은은은은    흉흉흉흉악악악악의의의의    결결결결박박박박을을을을    풀풀풀풀어주며어주며어주며어주며    멍멍멍멍에의에의에의에의    줄줄줄줄을을을을    끌끌끌끌러주러주러주러주며며며며    압제압제압제압제    당하는당하는당하는당하는    자를자를자를자를    자유케자유케자유케자유케    하며하며하며하며    모든모든모든모든    멍멍멍멍에를에를에를에를    꺾꺾꺾꺾는는는는    것이것이것이것이    아니아니아니아니겠겠겠겠느느느느냐냐냐냐????    또또또또    주주주주린린린린    자에게자에게자에게자에게    네네네네    식식식식물을물을물을물을    나나나나눠눠눠눠    주며주며주며주며    유리하는유리하는유리하는유리하는    빈민빈민빈민빈민을을을을    네네네네    집집집집에에에에    들이며들이며들이며들이며    벗벗벗벗은은은은    자를자를자를자를    보면보면보면보면    입히며입히며입히며입히며    또또또또    네네네네    골육골육골육골육을을을을    피피피피하여하여하여하여    스스로스스로스스로스스로    숨숨숨숨지지지지    아니하는아니하는아니하는아니하는    것이것이것이것이    아니아니아니아니겠겠겠겠느느느느냐냐냐냐????    목자는 언제나 고통 당하는 자들과 가난한 자들, 과부들 그리고 고아들을 도울 것입니다. 목자는 병든 자들을 방문해 병 고치는 사역을 할 것입니다. 목자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죽음으로 잃어 버린 사람들을 위로할 것입니다. 교정교정교정교정(correct)(correct)(correct)(correct)하고하고하고하고    징계함징계함징계함징계함(discipline)(discipline)(discipline)(discipline)    목자는 범죄한 사람들을 교정하고 훈계할 것입니다. 목자는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다닙니다. 지팡이(the staff)는 손을 뻗어 구조할 때 사용하는 것이지만, 막대기(the rod)는 교정하며 보호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시시시시 23:4  23:4  23:4  23:4 내가내가내가내가    사사사사망망망망의의의의    음음음음침침침침한한한한    골짜골짜골짜골짜기로기로기로기로    다다다다닐닐닐닐지라도지라도지라도지라도    해를해를해를해를    두려두려두려두려워워워워하지하지하지하지    않을것은않을것은않을것은않을것은    주께서주께서주께서주께서    나나나나와와와와    함께함께함께함께    하심이라하심이라하심이라하심이라    주의주의주의주의    지지지지팡팡팡팡이이이이와와와와    막막막막대기가대기가대기가대기가    나를나를나를나를    안위하시나이다안위하시나이다안위하시나이다안위하시나이다....    양들이 성숙해지려면 훈계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양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목자는 양들을 징계합니다. 지도자들지도자들지도자들지도자들    가운데가운데가운데가운데    지도자들지도자들지도자들지도자들    목자들은 지도자들 중의 지도자들일 것입니다. 목자들은 자신들의 시간 사용에 있어서 균형감각을 유지할 것입니다. 목자들은 상처를 주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의 삶에 있어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소원하는 사람들을 양육하는데 자신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시간들을 “불을 끄는데” 소모하기보다는, 온전히 헌신한 사람들의 삶 가운데 “불을 붙이는데”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그들은 지도자와 하나님께서 5 중 사역자로 부르신 사람들을 올바로 알아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일을 하도록 그들을 훈련시키는데 시간을 보낼 것입니다. 양들을양들을양들을양들을    먹먹먹먹임임임임    목자는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스럽고도 능숙하게 먹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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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요요 21:15  21:15  21:15  21:15 저희가저희가저희가저희가    조조조조반반반반    먹먹먹먹은은은은    후후후후에에에에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시시시시몬몬몬몬    베베베베드드드드로에게로에게로에게로에게    이르시되이르시되이르시되이르시되, , , , ““““요한요한요한요한의의의의    아들아들아들아들    시시시시몬몬몬몬아아아아, , , , 네네네네가가가가    이이이이    사람들사람들사람들사람들보보보보다다다다    나를나를나를나를    더더더더    사랑하느사랑하느사랑하느사랑하느냐냐냐냐????””””    하시니하시니하시니하시니        가로되가로되가로되가로되, , , , ““““주여주여주여주여, , , , 그러하그러하그러하그러하외외외외다다다다;;;;    내가내가내가내가    주를주를주를주를    사랑하는사랑하는사랑하는사랑하는    줄줄줄줄    주께서주께서주께서주께서    아시나이다아시나이다아시나이다아시나이다....””””    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 , , , ““““내내내내    어린어린어린어린    양양양양을을을을    먹먹먹먹이라이라이라이라....””””    하시고하시고하시고하시고    목자가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의 양들에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먹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 번에 걸쳐 반복하며 강조하신 가르침에 따르면, 목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양들을 먹이는 것입니다.  목자(목사)의 이 모든 사역 영역들은 자신의 시간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 균형 있게 행해져야만 합니다. 목자들이 앞서 언급한 이 모든 사역영역들에 충실할 때, 양들도 또한 지역 교회 안에 있는 주님의 일에 충실하며 헌신적으로 반응할 것입니다. 건강한 양들은 스스로 알아서 재생산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지역 교회는 성장하며 사역을 확대해 갈 것입니다. 목자가 자신이 소유한 양들과 더불어 다 함께 충실할 때, 주님은 그 목자에게 더 많은 양들을 맡길 것입니다. 마마마마 25:21  25:21  25:21  25:21 그그그그    주인이주인이주인이주인이    이르되이르되이르되이르되, , , , ““““잘잘잘잘    하였도다하였도다하였도다하였도다, , , , 착착착착하고하고하고하고    충성된충성된충성된충성된    종종종종아아아아;;;;    네네네네가가가가    작작작작은은은은    일에일에일에일에    충성하였으충성하였으충성하였으충성하였으매매매매    내가내가내가내가    많은많은많은많은    것으로것으로것으로것으로    네네네네게게게게    맡맡맡맡기리니기리니기리니기리니    네네네네    주인의주인의주인의주인의    즐즐즐즐거움에거움에거움에거움에    참예참예참예참예할지어다할지어다할지어다할지어다....””””    하고하고하고하고    은사를은사를은사를은사를    작작작작동시동시동시동시킴킴킴킴    고전고전고전고전 12:31  12:31  12:31  12:31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더더더더욱욱욱욱    큰큰큰큰    은사를은사를은사를은사를    사모하라사모하라사모하라사모하라    내가내가내가내가    또한또한또한또한    제일제일제일제일    좋은좋은좋은좋은    길길길길을을을을    너희너희너희너희에게에게에게에게    보보보보이리라이리라이리라이리라....    목자들은 성령의 모든 은사들을 자유롭게 작동시켜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도 계시의 은사들이 목자의 사역에서 특별히 중요합니다.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작동을 통해, 목자들은 어떤 신자의 삶 속에 도움이 언제 필요한지 알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타이밍 때에, 즉 개인적이며, 직접적인 사역(personal ministry)이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목자는 그 신자(信者)에게 전화를 걸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집에 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영들 분별하는 은사의 작동을 통해 목자에게 위험을 경고할 것입니다. 순간 순간, 성령의 계시 은사들의 작동에 의해 목자가 인도 받을 때, 교회에 대한 보호하심이 있으며, 목자 사역에 더 큰 효과성이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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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문문    제제제제                                                                                                                                                                                                                                                                                1. 참 목자의 사역과 그의 삶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주요 자격 조건들을 나열해 보십시오.    2. 목자가 양들에게 사역할 때, 그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능들을 말씀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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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11  11  11  11 과과과과    

교사의교사의교사의교사의 사역사역사역사역 엡엡엡엡 4:11 4:11 4:11 4:11 그가그가그가그가    혹은혹은혹은혹은    사도로사도로사도로사도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선지자로선지자로선지자로선지자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복음복음복음복음    전하는전하는전하는전하는    자로자로자로자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목목목목사사사사와와와와    교사로교사로교사로교사로    주셨으니주셨으니주셨으니주셨으니    …………    고전고전고전고전 12:28~2 12:28~2 12:28~2 12:28~29999    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    교회교회교회교회    중에중에중에중에    몇을몇을몇을몇을    세우셨으니세우셨으니세우셨으니세우셨으니    첫째는첫째는첫째는첫째는    사도요사도요사도요사도요    둘째는둘째는둘째는둘째는    선지자요선지자요선지자요선지자요    세째는세째는세째는세째는    교사요교사요교사요교사요    그그그그    다음다음다음다음은은은은    능능능능력력력력이요이요이요이요    그그그그    다음은다음은다음은다음은    병병병병    고치는고치는고치는고치는    은사은사은사은사와와와와    서로서로서로서로    돕돕돕돕는는는는    것과것과것과것과    다스리는다스리는다스리는다스리는    것과것과것과것과    각각각각종종종종    방언방언방언방언을을을을    하는하는하는하는    것이라것이라것이라것이라....    다다다다    사도사도사도사도겠겠겠겠느느느느냐냐냐냐????    다다다다    선지자선지자선지자선지자겠겠겠겠느느느느냐냐냐냐????    다다다다    교사교사교사교사겠겠겠겠느느느느냐냐냐냐????    다다다다    능능능능력력력력을을을을    행하는행하는행하는행하는    자자자자겠겠겠겠느느느느냐냐냐냐????    롬롬롬롬 12:4~7  12:4~7  12:4~7  12:4~7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한한한한    몸에몸에몸에몸에    많은많은많은많은    지체를지체를지체를지체를    가졌으나가졌으나가졌으나가졌으나    모든모든모든모든    지체가지체가지체가지체가    같은같은같은같은    직분을직분을직분을직분을    가진가진가진가진    것이것이것이것이    아니니아니니아니니아니니    이이이이와와와와    같이같이같이같이    우우우우리리리리    많은많은많은많은    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그리스도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한한한한    몸이몸이몸이몸이    되어되어되어되어    서로서로서로서로    지체가지체가지체가지체가    되되되되었었었었느니라느니라느니라느니라    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    주신주신주신주신    은은은은혜혜혜혜대로대로대로대로    받은받은받은받은    은사은사은사은사가가가가    각각각각각각각각    다르니다르니다르니다르니: : : : 혹혹혹혹    예예예예언언언언이이이이면면면면, , , , 믿음의믿음의믿음의믿음의    분수대로분수대로분수대로분수대로;;;;    혹혹혹혹    섬섬섬섬기는기는기는기는    일이일이일이일이면면면면, , , , 섬섬섬섬기는기는기는기는    일로일로일로일로;;;;    혹혹혹혹    가르치는가르치는가르치는가르치는    면면면면, , , , 가르치가르치가르치가르치는는는는    일로일로일로일로…………    
서론서론서론서론                                                                                                                                                                                                                                                                                    지지지지상상상상명령명령명령명령    예수님께서 지상 명령을 주셨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가르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마마마 28:1 28:1 28:1 28:19999~20 ~20 ~20 ~20 그러그러그러그러므므므므로로로로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가서가서가서가서    모든모든모든모든    족속족속족속족속으로으로으로으로    제자를제자를제자를제자를    삼삼삼삼아아아아    아버지아버지아버지아버지와와와와    아들아들아들아들과과과과    성성성성령령령령의의의의    이이이이름름름름으로으로으로으로    세세세세례례례례를를를를    주고주고주고주고    내가내가내가내가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분부한분부한분부한분부한    모든모든모든모든    것을것을것을것을    가르가르가르가르쳐쳐쳐쳐    지지지지키게키게키게키게    하라하라하라하라;;;;    볼볼볼볼지어다지어다지어다지어다    내가내가내가내가    세상세상세상세상    끝끝끝끝    날까지날까지날까지날까지    너희너희너희너희와와와와    항항항항상상상상    함께함께함께함께    있으리라있으리라있으리라있으리라    하시니하시니하시니하시니라라라라....    정의정의정의정의    교사란 가르치고, 자신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배우게 되는 결과를 낳는 사람입니다. 교사로서 가르친다는 것은 성경 해석과 주해(註解)와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한 교리적인 가르침을 포함합니다. 교사 사역은 신약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위한 은사들의 목록이 성경에서 총 3 번에 걸쳐 언급되고 있는데 ‘교사’는 이 모든 목록들 가운데에서 이름으로 언급된 유일한 사역 은사입니다. 목적목적목적목적    가르치는 일은 하나 됨과 성장, 성숙 그리고 믿는 자들을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도록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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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엡엡엡 4:11~13  4:11~13  4:11~13  4:11~13 그가그가그가그가    혹은혹은혹은혹은    사도로사도로사도로사도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선지자로선지자로선지자로선지자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복음복음복음복음    전하는전하는전하는전하는    자로자로자로자로, , , , 혹은혹은혹은혹은    목목목목사사사사와와와와    교사로교사로교사로교사로    주셨으니주셨으니주셨으니주셨으니    이는이는이는이는    성도를성도를성도를성도를    온전케온전케온전케온전케    하며하며하며하며    봉사의봉사의봉사의봉사의    일을일을일을일을    하게하게하게하게    하며하며하며하며    그그그그리스도의리스도의리스도의리스도의    몸을몸을몸을몸을    세우려세우려세우려세우려    하심이라하심이라하심이라하심이라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다다다다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아들을아들을아들을아들을    믿는믿는믿는믿는    것과것과것과것과    아는아는아는아는    일에일에일에일에    하나가하나가하나가하나가    되어되어되어되어    온전한온전한온전한온전한    사람을사람을사람을사람을    이루어이루어이루어이루어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장성한장성한장성한장성한    분량분량분량분량이이이이    충만한충만한충만한충만한    데데데데까지까지까지까지    이르리니이르리니이르리니이르리니…………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숙해지려고 한다면, 교사의 사역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엡엡엡엡 4:15  4:15  4:15  4:15 오직오직오직오직    사랑사랑사랑사랑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참된참된참된참된    것을것을것을것을    하여하여하여하여    범사에범사에범사에범사에    그에게까지그에게까지그에게까지그에게까지    자랄지라자랄지라자랄지라자랄지라    그는그는그는그는    머리니머리니머리니머리니    곧곧곧곧    그리스도라그리스도라그리스도라그리스도라…………    히히히히브브브브리리리리    단어들단어들단어들단어들    구약 성경에 교사를 두 히브리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 사역의 본질을 잘 나타내줍니다. 
� 알알알알려주다려주다려주다려주다 (Inform) “야라(Yarah)”는 (비와 같은) 물처럼 흐른다, (손가락으로 가리키듯) 지적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습니다: 지도하다, 통지하다, 가르치다, 놓다, 발사하다, 보여주다, 철저하게 가르치다 그리고 비가 내리다 출출출출 4:12, 15  4:12, 15  4:12, 15  4:12, 15 이제이제이제이제    가라가라가라가라    내가내가내가내가    네네네네    입과입과입과입과    함께함께함께함께    있어서있어서있어서있어서    할할할할    말을말을말을말을    가르치리라가르치리라가르치리라가르치리라....    너는너는너는너는    그에게그에게그에게그에게    말하고말하고말하고말하고    그그그그    입에입에입에입에    말을말을말을말을    주라주라주라주라    내가내가내가내가    네네네네    입과입과입과입과    그의그의그의그의    입에입에입에입에    함께함께함께함께    있어서있어서있어서있어서    너의너의너의너의    행할행할행할행할    일을일을일을일을    가르치리라가르치리라가르치리라가르치리라....    출출출출 18:20  18:20  18:20  18:20 그들에게그들에게그들에게그들에게    율율율율례와례와례와례와    법법법법도를도를도를도를    가르가르가르가르쳐쳐쳐쳐서서서서    마땅히마땅히마땅히마땅히    갈갈갈갈    길길길길과과과과    할할할할    일을일을일을일을    그들에게그들에게그들에게그들에게    보보보보이고이고이고이고    출출출출 35:34  35:34  35:34  35:34 또또또또    그그그그와와와와    단단단단    지파지파지파지파    아히사아히사아히사아히사막막막막의의의의    아들아들아들아들    오오오오훌훌훌훌리리리리압을압을압을압을    감감감감동시키사동시키사동시키사동시키사    가르치게가르치게가르치게가르치게    하시며하시며하시며하시며    
� 부지부지부지부지런런런런히히히히 가르치다가르치다가르치다가르치다 “라마드(Lamad)”는 막대기로 찌르다 혹은 함축적 의미로, 막대기로 자극하며 가르치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습니다: 부지런히 교육하다, 배우다, 숙련된, 가르치다, 교사 혹은 가르치는 행위. 신신신신 5:1  5:1  5:1  5:1 모세가모세가모세가모세가    온온온온    이스라이스라이스라이스라엘엘엘엘을을을을    불러불러불러불러    그들에게그들에게그들에게그들에게    이르되이르되이르되이르되, , , , ““““이스라이스라이스라이스라엘엘엘엘아아아아, , , , 오늘오늘오늘오늘    내내내내가가가가    너희너희너희너희    귀귀귀귀에에에에    말하는말하는말하는말하는    규례와규례와규례와규례와    법법법법도를도를도를도를    듣듣듣듣고고고고    그것을그것을그것을그것을    배배배배우며우며우며우며    지켜지켜지켜지켜    행하라행하라행하라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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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시시 11 11 11 119999:7 :7 :7 :7 내가내가내가내가    주의주의주의주의    의로의로의로의로운운운운    판판판판단단단단을을을을    배배배배울울울울    때에는때에는때에는때에는    정직한정직한정직한정직한    마음으로마음으로마음으로마음으로    주께주께주께주께    감감감감사하사하사하사하리이다리이다리이다리이다....    신신신신 11:1 11:1 11:1 11:19999    또또또또    그것을그것을그것을그것을    너희의너희의너희의너희의    자자자자녀녀녀녀에게에게에게에게    가르치며가르치며가르치며가르치며    집집집집에에에에    앉앉앉앉았았았았을을을을    때에든지때에든지때에든지때에든지, , , , 길길길길에에에에    행할행할행할행할    때에든지때에든지때에든지때에든지, , , , 누누누누웠웠웠웠을을을을    때에든지때에든지때에든지때에든지, , , , 일어날일어날일어날일어날    때에든지때에든지때에든지때에든지    이이이이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강론강론강론강론하고하고하고하고    스스스스 7:10  7:10  7:10  7:10 에스라가에스라가에스라가에스라가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의의의의    율법율법율법율법을을을을    연구하여연구하여연구하여연구하여    준준준준행하며행하며행하며행하며    율율율율례와례와례와례와    규례규례규례규례를를를를    이스라이스라이스라이스라엘엘엘엘에게에게에게에게    가르치기로가르치기로가르치기로가르치기로    결심하였결심하였결심하였결심하였었더었더었더었더라라라라....    시시시시 25:4~5  25:4~5  25:4~5  25:4~5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여여여여    주의주의주의주의    도를도를도를도를    내게내게내게내게    보보보보이시고이시고이시고이시고    주의주의주의주의    길길길길을을을을    내게내게내게내게    가르치소서가르치소서가르치소서가르치소서    주주주주의의의의    진리로진리로진리로진리로    나를나를나를나를    지도하시고지도하시고지도하시고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교훈하소서교훈하소서교훈하소서    주는주는주는주는    내내내내    구구구구원원원원의의의의    하나님이시니하나님이시니하나님이시니하나님이시니    내가내가내가내가    종종종종일일일일    주주주주를를를를    바라나이다바라나이다바라나이다바라나이다....    이들 히브리어 단어들로부터, 우리는 교사란 자신의 손가락으로 길을 가리키고, 지도하며, 정보를 주고, 가르치며, 주의 길을 보여주는 사람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에 능숙하게 될 때, 그 가르치는 일은 하늘로부터 비가 내려 오듯 흘러갈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르치는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in God’s ways)로 걷도록 이끄는 ‘몰이용 곤봉(goad)’이나 ‘막대기(rod)’와 같습니다. 헬헬헬헬라어라어라어라어    단어들단어들단어들단어들    신약 성경에는 교사와 관련하여 6 개 단어들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6 개의 단어들 모두는 한결같이 같은 어근(語根)에서 나왔습니다. 
� 교교교교육육육육하다하다하다하다 “디다스코(Didasko)”라는 단어는 ‘배우다 혹은 가르치다’ 라는 뜻입니다. 가르치다(teach)로 번역됩니다. 
� 교교교교육육육육적인적인적인적인 “디닥티코스(Didaktikos)”라는 단어는 ‘교육적인 혹은 교훈적 인”이라는 뜻으로, ‘가르치기에 적당한(apt to teach)’으로 번역 됩니다. 
� 교교교교육육육육받은받은받은받은 “디닥토스(Didaktos)”라는 단어는 ‘가르침에 의해 확신하게 되고, 교육이 된’ 이라는 뜻으로 ‘가르침을 받은(taught)’ 으로 번역 됩니다. 



~ 117 ~ 

� 교교교교육육육육(명명명명사사사사) “디카스칼리아(Dikaskalia)”라는 단어는 ‘교육, 기능, 정보’를 의미하며, ‘교리, 배우는 행위, 가르치는 행위’로 번역됩니다. 
� 교사교사교사교사 “디카스콜로스(Dikaskolos)”라는 단어는 ‘교사”라는 뜻으로, 다음과 같이 번역됩니다. 

� 의사(Doctor) : 14 번 
� 주(Master) : 47 번 
� 선생 혹은 교사(Teacher) : 10 번 
� 서기관(Scribe) : 67 번 

� 교교교교육육육육하다하다하다하다(동사동사동사동사) “디다케(Didache)”라는 단어는 교육, 교육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교리, 가르침을 받은” 으로 번역 됩니다. 그러므로, 교사는 교육하는 사람이며, 가르침으로 다른 사람들이 배우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주해, 설명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교리를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5 중 사역자 들 중의 하나인 교사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교사이신교사이신교사이신교사이신    예수님예수님예수님예수님                                                                                                                                                                                                                                        예수님은 교사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우리의 모본(模本)입니다.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교사로서 사셨던 예수님의 생애를 사복음서를 통해 철저히 연구해야 합니다. 아아아아래래래래에에에에    언언언언급급급급되는되는되는되는    사람들에사람들에사람들에사람들에    의해의해의해의해    인식인식인식인식    되셨음되셨음되셨음되셨음    
� 제자들제자들제자들제자들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교사로) 알았습니다. 막막막막 4: 4: 4: 4:38 38 38 38 예수께서는예수께서는예수께서는예수께서는    고물에서고물에서고물에서고물에서    베개를베개를베개를베개를    베시고베시고베시고베시고    주주주주무무무무시시시시더더더더니니니니    제자들이제자들이제자들이제자들이    깨깨깨깨우며우며우며우며    가가가가로되로되로되로되, , , , ““““선생님이여선생님이여선생님이여선생님이여, , , , 우리의우리의우리의우리의    죽죽죽죽게게게게    된된된된    것을것을것을것을    돌돌돌돌아아아아보보보보지지지지    아니하시나이까하니아니하시나이까하니아니하시나이까하니아니하시나이까하니????””””    요요요요 13:13  13:13  13:13  13:13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나를나를나를나를    선생이라선생이라선생이라선생이라    또는또는또는또는    주라주라주라주라    하니하니하니하니    너희너희너희너희    말이말이말이말이    옳옳옳옳도다도다도다도다    내가내가내가내가    그러그러그러그러하다하다하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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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리바리바리바리새새새새인들인들인들인들 바리새인들과 율법 선생들은 예수님을 선생으로 알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은사에 올무를 걸어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논쟁 가운데로 빠뜨리려고 했습니다. 마마마마 22:16~17  22:16~17  22:16~17  22:16~17 자기자기자기자기    제자들을제자들을제자들을제자들을    헤롯헤롯헤롯헤롯    당당당당원원원원들과들과들과들과    함께함께함께함께    예수께예수께예수께예수께    보보보보내어내어내어내어    말하되말하되말하되말하되, , , , ““““선선선선생님이여생님이여생님이여생님이여, , , ,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아아아아노노노노니니니니    당신은당신은당신은당신은    참되시고참되시고참되시고참되시고    참으로써참으로써참으로써참으로써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도를도를도를도를    가르치시가르치시가르치시가르치시며며며며;;;;    아아아아무무무무라도라도라도라도    꺼꺼꺼꺼리는리는리는리는    일이일이일이일이    없없없없으시니으시니으시니으시니    이는이는이는이는    사람을사람을사람을사람을    외외외외모로모로모로모로    보보보보지지지지    아니하심이니이아니하심이니이아니하심이니이아니하심이니이다다다다    그러그러그러그러면면면면    당신의당신의당신의당신의    생각에는생각에는생각에는생각에는    어떠한지어떠한지어떠한지어떠한지????    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    이르소서이르소서이르소서이르소서    가이사에게가이사에게가이사에게가이사에게    세를세를세를세를    바바바바치는치는치는치는    것이것이것이것이    가하니이까가하니이까가하니이까가하니이까????    불가하니이까불가하니이까불가하니이까불가하니이까????””””    한대한대한대한대    
� 부자인부자인부자인부자인 젊젊젊젊은은은은 관관관관원원원원 부자인 젊은 관원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막막막막 10:17  10:17  10:17  10:17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길길길길에에에에    나가실나가실나가실나가실새새새새    한한한한    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달달달달려려려려와와와와서서서서    꿇꿇꿇꿇어어어어    앉앉앉앉아아아아    묻묻묻묻자오되자오되자오되자오되, , , , ““““선한선한선한선한    선선선선생님이여생님이여생님이여생님이여, , , , 내가내가내가내가    무무무무엇엇엇엇을을을을    하여야하여야하여야하여야    영영영영생을생을생을생을    얻얻얻얻으리이까으리이까으리이까으리이까????””””    
� 니고데모니고데모니고데모니고데모 니고데모 자신도 선생이었고, 선생인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요요요요 3:2  3:2  3:2  3:2 그가그가그가그가    밤밤밤밤에에에에    예수께예수께예수께예수께    와와와와서서서서    가로되가로되가로되가로되, , , , ““““랍비랍비랍비랍비여여여여, , , ,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당신은당신은당신은당신은    하나님께로하나님께로하나님께로하나님께로서서서서    오신오신오신오신    선생인선생인선생인선생인    줄줄줄줄    아나이다아나이다아나이다아나이다    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    함께함께함께함께    하시지하시지하시지하시지    아니하시아니하시아니하시아니하시면면면면    당신의당신의당신의당신의    행하시행하시행하시행하시는는는는    이이이이    표적을표적을표적을표적을    아아아아무무무무라도라도라도라도    할할할할    수수수수    없없없없음이니이다음이니이다음이니이다음이니이다....””””    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예수님께서    가신가신가신가신    곳곳곳곳    어디나어디나어디나어디나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시든지 가는 곳마다 선생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무리의 사람들을 가르치는데 자신의 시간 중 대부분을 할애하셨습니다. 마마마마    9999:35 :35 :35 :35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모든모든모든모든    성과성과성과성과    촌촌촌촌에에에에    두루두루두루두루    다니사다니사다니사다니사    저희저희저희저희    회당에서회당에서회당에서회당에서    가르치시며가르치시며가르치시며가르치시며    천천천천국국국국    복음을복음을복음을복음을    전파하시며전파하시며전파하시며전파하시며    모든모든모든모든    병병병병과과과과    모든모든모든모든    약약약약한한한한    것을것을것을것을    고치시니라고치시니라고치시니라고치시니라....    마마마마 11:1  11:1  11:1  11:1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열두열두열두열두    제자에게제자에게제자에게제자에게    명명명명하시기를하시기를하시기를하시기를    마치시고마치시고마치시고마치시고    이에이에이에이에    저희저희저희저희    여러여러여러여러    동동동동네네네네에에에에서서서서    가르치시며가르치시며가르치시며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전도하시려고전도하시려고전도하시려고    거기를거기를거기를거기를    떠나가시니라떠나가시니라떠나가시니라떠나가시니라....    마마마마 13:54  13:54  13:54  13:54 고고고고향향향향으로으로으로으로    돌돌돌돌아가사아가사아가사아가사    저희저희저희저희    회당에서회당에서회당에서회당에서    가르치시니가르치시니가르치시니가르치시니    저희가저희가저희가저희가    놀놀놀놀라라라라    가로되가로되가로되가로되, , , , ““““이이이이    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    이이이이    지지지지혜와혜와혜와혜와    이이이이런런런런    능능능능력력력력이이이이    어디서어디서어디서어디서    났났났났느느느느뇨뇨뇨뇨????””””    마마마마 21:23  21:23  21:23  21:23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성전에성전에성전에성전에    들어가들어가들어가들어가    가르치실가르치실가르치실가르치실새새새새    대제사장들과대제사장들과대제사장들과대제사장들과    백백백백성의성의성의성의    장로들이장로들이장로들이장로들이    나아나아나아나아와와와와    가로되가로되가로되가로되, , , , ““““네네네네가가가가    무무무무슨슨슨슨    권세로권세로권세로권세로    이이이이런런런런    일을일을일을일을    하느하느하느하느뇨뇨뇨뇨????    또또또또    누누누누가가가가    이이이이    권세를권세를권세를권세를    주주주주었었었었느느느느뇨뇨뇨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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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막막 10:1  10:1  10:1  10:1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거기서거기서거기서거기서    떠나떠나떠나떠나    유대유대유대유대    지경과지경과지경과지경과    요요요요단단단단강강강강    건건건건너너너너편편편편으로으로으로으로    가시니가시니가시니가시니    무무무무리가리가리가리가    다시다시다시다시    모여모여모여모여    들거늘들거늘들거늘들거늘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다시다시다시다시    전전전전례례례례대로대로대로대로    가르치시가르치시가르치시가르치시더더더더니니니니    예수님께서는 회당과 성전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그리고 산기슭에서 어디를 가시든지 그 곳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막막막막 14:4 14:4 14:4 14:49999    내가내가내가내가    날마다날마다날마다날마다    너희너희너희너희와와와와    함께함께함께함께    성전에성전에성전에성전에    있어서있어서있어서있어서    가르가르가르가르쳤쳤쳤쳤으되으되으되으되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나를나를나를나를    잡잡잡잡지지지지    아니하였도아니하였도아니하였도아니하였도다다다다    그러나그러나그러나그러나    이는이는이는이는    성경을성경을성경을성경을    이루려이루려이루려이루려    함이니라함이니라함이니라함이니라    하시하시하시하시더더더더라라라라....    눅눅눅눅 21:37  21:37  21:37  21:37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낮낮낮낮이이이이면면면면    성전에서성전에서성전에서성전에서    가르치시고가르치시고가르치시고가르치시고    밤밤밤밤이이이이면면면면    나가나가나가나가    감감감감람람람람원원원원이라이라이라이라    하는하는하는하는    산산산산에서에서에서에서    쉬쉬쉬쉬시니시니시니시니    
예수님께서는예수님께서는예수님께서는예수님께서는    다르게다르게다르게다르게    가르치셨습니다가르치셨습니다가르치셨습니다가르치셨습니다                                                                                                                                                            권세로권세로권세로권세로써써써써    예수님 당시에 매우 많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만한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이전에 들었던 그 어떤 가르침과는 달리 능력과 기름부음이 있었기 때문에 군중들이 매료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한 권세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들 모두는 깜짝 놀랐습니다. 마마마마 7:28~2 7:28~2 7:28~2 7:28~29999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이이이이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마치시마치시마치시마치시매매매매    무무무무리들이리들이리들이리들이    그그그그    가르치심에가르치심에가르치심에가르치심에    놀래놀래놀래놀래니니니니    이이이이는는는는    그그그그    가르치시는가르치시는가르치시는가르치시는    것이것이것이것이    권세권세권세권세    있는있는있는있는    자자자자와와와와    같고같고같고같고    저희저희저희저희    서기관들과서기관들과서기관들과서기관들과    같지같지같지같지    아니함일아니함일아니함일아니함일러라러라러라러라....    예수님께서는 이와 똑같은 기름부음과 권세를 예수님의 교회 안에 있는 교사들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성공적인 가르침은 예수님의 기교(techniques)나 발표력(presentation)에 있지 않았습니다. 또한 외모나 옷 입는 품위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세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의성령의성령의성령의    기름부음을기름부음을기름부음을기름부음을    하나님으로부터하나님으로부터하나님으로부터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음받으셨음받으셨음받으셨음    예수님을 교사로서 성공케 만들었던 것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들만을 가르쳤고, 성령의 기름부음과 권능 안에서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요요요요 8:28  8:28  8:28  8:28 이에이에이에이에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 , , ,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인자를인자를인자를인자를    든든든든    후후후후에에에에    내가내가내가내가    그인그인그인그인    줄줄줄줄을을을을    알알알알고고고고    또또또또    내가내가내가내가    스스로스스로스스로스스로    아아아아무무무무    것도것도것도것도    하지하지하지하지    아니하고아니하고아니하고아니하고    오직오직오직오직    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    가르치신가르치신가르치신가르치신    대대대대로로로로    이이이이런런런런    것을것을것을것을    말하는말하는말하는말하는    줄줄줄줄도도도도    알알알알리라리라리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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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요요 7:16  7:16  7:16  7:16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대대대대답답답답하여하여하여하여    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 , , , ““““내내내내    교훈은교훈은교훈은교훈은    내내내내    것이것이것이것이    아니요아니요아니요아니요    나를나를나를나를    보보보보내내내내신신신신    이의이의이의이의    것이니라것이니라것이니라것이니라....””””    삽화삽화삽화삽화(illustrations)(illustrations)(illustrations)(illustrations)를를를를    사사사사용용용용하셨음하셨음하셨음하셨음    예수님께서 시골길을 지나 걸어가 계셨을 때, 시각적이고, 언어적인 삽화(illustrations)를 사용 하셨습니다. 마마마마    9999:16 :16 :16 :16 생베생베생베생베    조각을조각을조각을조각을    낡낡낡낡은은은은    옷옷옷옷에에에에    붙붙붙붙이는이는이는이는    자가자가자가자가    없없없없나니나니나니나니;;;;    이는이는이는이는    기기기기운운운운    것이것이것이것이    그그그그    옷옷옷옷을을을을    당기어당기어당기어당기어    해어해어해어해어짐짐짐짐이이이이    더더더더하게하게하게하게    됨됨됨됨이요이요이요이요....    비비비비유를유를유를유를    말씀하셨음말씀하셨음말씀하셨음말씀하셨음    예수님께서는 곧잘 하나의 이야기 즉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사람들의 삶과 관련 있는 진리와 연결하여 그 비유를 설명 하셨습니다. 사람들이사람들이사람들이사람들이    모여모여모여모여    있는있는있는있는    곳곳곳곳에서부터에서부터에서부터에서부터    시시시시작작작작하셨음하셨음하셨음하셨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곳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우물가에 있던 사마리아 여인은 이에 대한 탁월한 예(例)입니다. 요요요요 4:10, 15, 25, 26  4:10, 15, 25, 26  4:10, 15, 25, 26  4:10, 15, 25, 26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대대대대답답답답하여하여하여하여    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 , , , ““““네네네네가가가가    만일만일만일만일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선선선선물과물과물과물과    또또또또    ‘‘‘‘네네네네게게게게    물물물물    좀좀좀좀    달달달달라라라라’’’’    하는하는하는하는    이가이가이가이가    누누누누구인구인구인구인    줄줄줄줄    알았더면알았더면알았더면알았더면    네네네네가가가가    그에게그에게그에게그에게    구구구구하였을하였을하였을하였을    것이요것이요것이요것이요    그가그가그가그가    생수를생수를생수를생수를    네네네네게게게게    주주주주었었었었으리라으리라으리라으리라....””””    여자가여자가여자가여자가    가로되가로되가로되가로되, , , , ““““주여주여주여주여, , , , 이이이이런런런런    물을물을물을물을    내게내게내게내게    주사주사주사주사    목목목목마르지도마르지도마르지도마르지도    않고않고않고않고    또또또또    여기여기여기여기    물물물물    길길길길러러러러    오지도오지도오지도오지도    않게않게않게않게    하하하하옵옵옵옵소서소서소서소서....””””    여자가여자가여자가여자가    가로되가로되가로되가로되, , , , ““““메메메메시야시야시야시야    곧곧곧곧    그리스도라그리스도라그리스도라그리스도라    하는하는하는하는    이가이가이가이가    오실오실오실오실    줄줄줄줄을을을을    내가내가내가내가    아아아아노노노노니니니니    그그그그가가가가    오시오시오시오시면면면면    모든모든모든모든    것을것을것을것을    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고하시리이다고하시리이다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이르시되이르시되이르시되이르시되, , , , ““““네네네네게게게게    말하는말하는말하는말하는    내가내가내가내가    그로라그로라그로라그로라....””””    하시니라하시니라하시니라하시니라....    표적은표적은표적은표적은    메메메메시지를시지를시지를시지를    확증하였음확증하였음확증하였음확증하였음    표적과 기사들은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었습니다. 표적과 기사들은 그의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눅눅눅눅 5:17  5:17  5:17  5:17 하루는하루는하루는하루는    가르치실가르치실가르치실가르치실    때에때에때에때에    갈갈갈갈릴릴릴릴리리리리    각각각각    촌촌촌촌과과과과    유대유대유대유대와와와와    예루예루예루예루살렘살렘살렘살렘에서에서에서에서    나온나온나온나온    바바바바리리리리새새새새인과인과인과인과    교교교교법법법법사들이사들이사들이사들이    앉앉앉앉았았았았는데는데는데는데    병병병병을을을을    고치는고치는고치는고치는    주의주의주의주의    능능능능력력력력이이이이    예수예수예수예수와와와와    함께함께함께함께    하하하하더더더더라라라라....    니고데모가 예수님께로 왔을 때, 니고데모 그는 바리새인이자 유대 관원들 중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표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누구인지 알았다고 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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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요요요 3:1~2  3:1~2  3:1~2  3:1~2 바리바리바리바리새새새새인인인인    중에중에중에중에    니고데모라니고데모라니고데모라니고데모라    하는하는하는하는    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있으니있으니있으니있으니    유대인의유대인의유대인의유대인의    관관관관원원원원이라이라이라이라    그가그가그가그가    밤밤밤밤에에에에    예수께예수께예수께예수께    와와와와서서서서    가로되가로되가로되가로되, , , , ““““랍비랍비랍비랍비여여여여, , , ,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당신은당신은당신은당신은    하나님께로서하나님께로서하나님께로서하나님께로서    오신오신오신오신    선생인선생인선생인선생인    줄줄줄줄    아나이다아나이다아나이다아나이다;;;;    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하나님이    함께함께함께함께    하시지하시지하시지하시지    아니하시아니하시아니하시아니하시면면면면    당신의당신의당신의당신의    행하시는행하시는행하시는행하시는    이이이이    표적을표적을표적을표적을    아아아아무무무무라도라도라도라도    할할할할    수수수수    없없없없음이니이다음이니이다음이니이다음이니이다....””””    
교사의교사의교사의교사의    예예예예((((例例例例))))들들들들                                                                                                                                                                                                                                            바울바울바울바울    바울은 사도였고, 복음 전하는 자였으며 또한 교사였습니다. 딤딤딤딤전전전전 2:7  2:7  2:7  2:7 이를이를이를이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내가내가내가내가    전파하는전파하는전파하는전파하는    자자자자와와와와    사도로사도로사도로사도로    세움을세움을세움을세움을    입은입은입은입은    것은것은것은것은    참말참말참말참말이요이요이요이요    거거거거짓짓짓짓말이말이말이말이    아니니아니니아니니아니니    믿음과믿음과믿음과믿음과    진리진리진리진리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내가내가내가내가    이이이이방방방방인의인의인의인의    스승이스승이스승이스승이    되되되되었노었노었노었노라라라라....    딤후딤후딤후딤후 1:11  1:11  1:11  1:11 …………내가내가내가내가    이이이이    복음을복음을복음을복음을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반반반반포포포포자자자자와와와와    사도사도사도사도와와와와    교사로교사로교사로교사로    세우심을세우심을세우심을세우심을    입입입입었노었노었노었노라라라라....    바나바와바나바와바나바와바나바와    바울바울바울바울    핍박을 피해 도망갔던 많은 신자(信者)들이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증거하였고, 교회가 생겨 났습니다. 행행행행 11:21~26  11:21~26  11:21~26  11:21~26 주의주의주의주의    손이손이손이손이    그들과그들과그들과그들과    함께함께함께함께    하시하시하시하시매매매매    수다한수다한수다한수다한    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믿고믿고믿고믿고    주께주께주께주께    돌돌돌돌아오아오아오아오더더더더라라라라....    예루예루예루예루살렘살렘살렘살렘    교회가교회가교회가교회가    이이이이    사람들의사람들의사람들의사람들의    소문을소문을소문을소문을    듣듣듣듣고고고고    바나바를바나바를바나바를바나바를    안디안디안디안디옥옥옥옥까지까지까지까지    보보보보내니내니내니내니    저가저가저가저가    이르러이르러이르러이르러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은은은은혜혜혜혜를를를를    보보보보고고고고    기기기기뻐뻐뻐뻐하여하여하여하여    모든모든모든모든    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사람에게    굳굳굳굳은은은은    마음으로마음으로마음으로마음으로    주께주께주께주께    붙붙붙붙어어어어    있으라있으라있으라있으라    권하니권하니권하니권하니    바나바는바나바는바나바는바나바는    착착착착한한한한    사람이요사람이요사람이요사람이요    성성성성령령령령과과과과    믿음이믿음이믿음이믿음이    충만한충만한충만한충만한    자라자라자라자라    이에이에이에이에    큰큰큰큰    무무무무리가리가리가리가    주께주께주께주께    더더더더하하하하더더더더라라라라....    바나바가바나바가바나바가바나바가    사울을사울을사울을사울을    찾찾찾찾으러으러으러으러    다소에다소에다소에다소에    가서가서가서가서    만나만나만나만나매매매매    안디안디안디안디옥옥옥옥에에에에    데리고데리고데리고데리고    와와와와서서서서    둘이둘이둘이둘이    교회교회교회교회에에에에    일일일일    년간년간년간년간    모여모여모여모여    있어있어있어있어    큰큰큰큰    무무무무리를리를리를리를    가르가르가르가르쳤쳤쳤쳤고고고고    제자들이제자들이제자들이제자들이    안디안디안디안디옥옥옥옥에서에서에서에서    비비비비로소로소로소로소    그리그리그리그리스도인이라스도인이라스도인이라스도인이라    일일일일컫컫컫컫음을음을음을음을    받게받게받게받게    되되되되었더었더었더었더라라라라....    
� 새새새새 신자들을신자들을신자들을신자들을 가르가르가르가르쳤쳤쳤쳤음음음음 믿는 자들을 핍박해 안디옥까지 도망치게 만들었던 장본인인 바울은 나중에 바나바의 눈에 띄어 새 신자들을 가르치기 위해 안디옥으로 왔습니다. 
� 선지자선지자선지자선지자 – 교사교사교사교사 바울과 바나바는 사도로서 보내심을 받기 전에, 그 두 사람은 선지자와 교사로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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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행행행 13:1  13:1  13:1  13:1 안디안디안디안디옥옥옥옥    교회에교회에교회에교회에    선지자들과선지자들과선지자들과선지자들과    교사들이교사들이교사들이교사들이    있으니있으니있으니있으니    곧곧곧곧    바나바바나바바나바바나바와와와와    니게르라하니게르라하니게르라하니게르라하는는는는    시시시시므므므므온과온과온과온과    구구구구레네레네레네레네    사람사람사람사람    루기오루기오루기오루기오와와와와    분봉분봉분봉분봉왕왕왕왕    헤롯헤롯헤롯헤롯의의의의    젖젖젖젖동생동생동생동생    마나마나마나마나엔엔엔엔과과과과    및및및및    사울이사울이사울이사울이라라라라....    
� 사도사도사도사도 – 교사교사교사교사 바울은 사도 –  교사로서 사역을 계속 하였습니다. 딤딤딤딤전전전전 2:7  2:7  2:7  2:7 이를이를이를이를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내가내가내가내가    전파하는전파하는전파하는전파하는    자자자자와와와와    사도로사도로사도로사도로    세움을세움을세움을세움을    입은입은입은입은    것은것은것은것은    참말이요참말이요참말이요참말이요    거거거거짓짓짓짓말이말이말이말이    아니니아니니아니니아니니    믿음과믿음과믿음과믿음과    진리진리진리진리    안에서안에서안에서안에서    내가내가내가내가    이이이이방방방방인의인의인의인의    스승이스승이스승이스승이    되되되되었노었노었노었노라라라라....    딤후딤후딤후딤후 1:11  1:11  1:11  1:11 내가내가내가내가    이이이이    복음을복음을복음을복음을    위하여위하여위하여위하여    반반반반포포포포자자자자와와와와    사도사도사도사도와와와와    교사로교사로교사로교사로    세우심을세우심을세우심을세우심을    입입입입었노었노었노었노라라라라....    아아아아볼볼볼볼로로로로    아볼로는 교사였습니다. 행행행행 18:24~26  18:24~26  18:24~26  18:24~26 알알알알렉산렉산렉산렉산드드드드리아에서리아에서리아에서리아에서    난난난난    아아아아볼볼볼볼로라로라로라로라    하는하는하는하는    유대인이유대인이유대인이유대인이    에베소에에베소에에베소에에베소에    이르니이르니이르니이르니    이이이이    사람은사람은사람은사람은    학학학학문이문이문이문이    많고많고많고많고    성경에성경에성경에성경에    능한능한능한능한    자라자라자라자라    그가그가그가그가    일일일일찍찍찍찍    주의주의주의주의    도를도를도를도를    배워배워배워배워    열심으로열심으로열심으로열심으로    예수에예수에예수에예수에    관한관한관한관한    것을것을것을것을    자세히자세히자세히자세히    말하며말하며말하며말하며    가르치나가르치나가르치나가르치나    요한의요한의요한의요한의    세세세세례례례례만만만만    알알알알    따름따름따름따름이라이라이라이라    그가그가그가그가    회당에서회당에서회당에서회당에서    담담담담대히대히대히대히    말하기를말하기를말하기를말하기를    시시시시작작작작하거늘하거늘하거늘하거늘    브브브브리스리스리스리스길길길길라라라라와와와와    아아아아굴굴굴굴라가라가라가라가    듣듣듣듣고고고고    데데데데려다가려다가려다가려다가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도를도를도를도를    더더더더    자세히자세히자세히자세히    풀풀풀풀어어어어    이르이르이르이르더더더더라라라라....    
가르침은가르침은가르침은가르침은    하나됨하나됨하나됨하나됨(unity)(unity)(unity)(unity)을을을을    가져옵니다가져옵니다가져옵니다가져옵니다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어지게 해서는 아니 됩니다. 반드시 하나됨을 가져 와야 합니다. 고전고전고전고전 3:5~11  3:5~11  3:5~11  3:5~11 그그그그런즉런즉런즉런즉    아아아아볼볼볼볼로는로는로는로는    무무무무엇엇엇엇이며이며이며이며????    바울은바울은바울은바울은    무무무무엇엇엇엇이이이이뇨뇨뇨뇨????    저희는저희는저희는저희는    주께서주께서주께서주께서    각각각각각각각각    주신주신주신주신    대로대로대로대로    너희로너희로너희로너희로    하여금하여금하여금하여금    믿게믿게믿게믿게    한한한한    사역자들이니라사역자들이니라사역자들이니라사역자들이니라....    나는나는나는나는    심심심심었었었었고고고고    아아아아볼볼볼볼로는로는로는로는    물을물을물을물을    주주주주었었었었으되으되으되으되    오직오직오직오직    하나님은하나님은하나님은하나님은    자라나게자라나게자라나게자라나게    하하하하셨나니셨나니셨나니셨나니    그그그그런런런런즉즉즉즉    심는심는심는심는    이나이나이나이나    물물물물    주는주는주는주는    이는이는이는이는    아아아아무무무무    것도것도것도것도    아니로되아니로되아니로되아니로되    오직오직오직오직    자라나게자라나게자라나게자라나게    하시는하시는하시는하시는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뿐뿐뿐뿐이니라이니라이니라이니라    심는심는심는심는    이이이이와와와와    물물물물    주는주는주는주는    이가이가이가이가    일일일일반반반반이나이나이나이나    각각각각각각각각    자기의자기의자기의자기의    일하는일하는일하는일하는    대로대로대로대로    자기의자기의자기의자기의    상을상을상을상을    받으리라받으리라받으리라받으리라....    우리는우리는우리는우리는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동역자들이요동역자들이요동역자들이요;;;;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밭밭밭밭이요이요이요이요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집집집집이니라이니라이니라이니라    내게내게내게내게    주신주신주신주신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은은은은혜혜혜혜를를를를    따따따따라라라라    내가내가내가내가    지지지지혜혜혜혜로로로로운운운운    건축건축건축건축자자자자와와와와    같이같이같이같이    터를터를터를터를    닦닦닦닦아아아아    두두두두매매매매    다른다른다른다른    이가이가이가이가    그그그그    위에위에위에위에    세우나세우나세우나세우나    그러나그러나그러나그러나    각각각각각각각각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그그그그    위에위에위에위에    세우기를세우기를세우기를세우기를    조심할지조심할지조심할지조심할지니라니라니라니라....    이이이이    닦닦닦닦아아아아    둔둔둔둔    것것것것    외외외외에에에에    능히능히능히능히    다른다른다른다른    터를터를터를터를    닦닦닦닦아아아아    둘둘둘둘    자가자가자가자가    없없없없으니으니으니으니    이이이이    터는터는터는터는    곧곧곧곧    예수예수예수예수    그그그그리스도라리스도라리스도라리스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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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문문문    제제제제                                                                                                                                                                                                                                                                                1. 마태복음 28 장 19 절~20 절에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모든 족속들을 제자로 삼을 수 있습니까?   2. ‘교사’라는 단어에 쓰인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들 중 한 단어를 발췌해서 그 단어의 정의와 그 단어가 어떻게 번역되었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3. 교사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이 예수님 당시의 다른 교사들과 비교해서 그들과 구별되는 점을 3 가지 말씀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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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제 12  12  12  12 과과과과    

교사의교사의교사의교사의 사역사역사역사역(계속계속계속계속) 

교사의교사의교사의교사의    특징들특징들특징들특징들                                                                                                                                                                                                                                                특별특별특별특별한한한한    기름부으심기름부으심기름부으심기름부으심    믿는 자라면 누구나 성경에 대해 자신이 알고 있는 바에 대해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사로서의 부르심은 신적인 은사(a divine gift)입니다. 5중 사역 은사 중 하나인 ‘교사’ 라는 직임은사는 가르치기를 좋아하거나 아니면 가르치기를 잘하는 타고난 능력에 기초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교사라는 사역 은사는 메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역은사는 생수의 강들을 운반할 것이며,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을 것입니다. 요일요일요일요일 2:20, 27  2:20, 27  2:20, 27  2:20, 27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거거거거룩룩룩룩하신하신하신하신    자에게서자에게서자에게서자에게서    기기기기름름름름    부음을부음을부음을부음을    받고받고받고받고    모든모든모든모든    것을것을것을것을    아느니아느니아느니아느니라라라라....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주께주께주께주께    받은받은받은받은    바바바바    기기기기름름름름    부음이부음이부음이부음이    너희너희너희너희    안에안에안에안에    거하나니거하나니거하나니거하나니    아아아아무무무무도도도도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가르칠가르칠가르칠가르칠    필필필필요가요가요가요가    없없없없고고고고    오직오직오직오직    그의그의그의그의    기기기기름름름름    부음이부음이부음이부음이    모든모든모든모든    것을것을것을것을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가르치며가르치며가르치며가르치며    또또또또    참되고참되고참되고참되고    거거거거짓짓짓짓이이이이    없없없없으니으니으니으니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가르치신가르치신가르치신가르치신    그대로그대로그대로그대로    주주주주    안에안에안에안에    거하라거하라거하라거하라....    온온온온유한유한유한유한    영영영영(Gentle spirit)(Gentle spirit)(Gentle spirit)(Gentle spirit)    교사는 반드시 겸손해야 하며, 가르칠만한 영(a teachable spirit)을 소유해야 합니다. 딤후딤후딤후딤후 2:24~25  2:24~25  2:24~25  2:24~25 마땅히마땅히마땅히마땅히    주의주의주의주의    종종종종은은은은    다다다다투투투투지지지지    아니하고아니하고아니하고아니하고    모든모든모든모든    사람을사람을사람을사람을    대하여대하여대하여대하여    온유하온유하온유하온유하며며며며    가르치기를가르치기를가르치기를가르치기를    잘잘잘잘하며하며하며하며    참으며참으며참으며참으며    거역하는거역하는거역하는거역하는    자를자를자를자를    온유함으로온유함으로온유함으로온유함으로    징징징징계할지니계할지니계할지니계할지니    혹혹혹혹    하나하나하나하나님이님이님이님이    저희에게저희에게저희에게저희에게    회개함을회개함을회개함을회개함을    주사주사주사주사    진리를진리를진리를진리를    알알알알게게게게    하실까하실까하실까하실까    하며하며하며하며…………    그리스도의 몸은 ‘교사’라는 사역은사를 필요로 합니다. 성령님을성령님을성령님을성령님을    의지함의지함의지함의지함    기름부음 받은 교사는 준비할 때나 가르칠 때 성령님을 의지할 것입니다. 기름부음 받은 교사는 하나님 말씀에 조명과 생명을 가져 오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 이시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요요요 14:26  14:26  14:26  14:26 보혜보혜보혜보혜사사사사    곧곧곧곧    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    내내내내    이이이이름름름름으로으로으로으로    보보보보내실내실내실내실    성성성성령령령령    그가그가그가그가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모든모든모든모든    것을것을것을것을    가르치시고가르치시고가르치시고가르치시고    내가내가내가내가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말한말한말한말한    모든모든모든모든    것을것을것을것을    생각나게생각나게생각나게생각나게    하시리라하시리라하시리라하시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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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엡엡엡 1:17  1:17  1:17  1:17 우리우리우리우리    주주주주    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 , , , 영광영광영광영광의의의의    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아버지께서    지지지지혜와혜와혜와혜와    계시의계시의계시의계시의    정신을정신을정신을정신을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주사주사주사주사    하나님을하나님을하나님을하나님을    알알알알게게게게    하시고하시고하시고하시고    고고고고전전전전 2:13  2:13  2:13  2:13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이것을이것을이것을이것을    말하거니말하거니말하거니말하거니와와와와    사람의사람의사람의사람의    지지지지혜혜혜혜의의의의    가르가르가르가르친친친친    말로말로말로말로    아니하고아니하고아니하고아니하고    오오오오직직직직    성성성성령령령령의의의의    가르치신가르치신가르치신가르치신    것으로것으로것으로것으로    하니하니하니하니    신신신신령령령령한한한한    일은일은일은일은    신신신신령령령령한한한한    것으로것으로것으로것으로    분분분분별별별별하느니라하느니라하느니라하느니라....    권세를권세를권세를권세를    가지고가지고가지고가지고    말함말함말함말함    우리의 위대한 교사의 모본이 되신 예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가르치셨듯이, 교사들 또한 권세를 가지고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마마마마 7:28~2 7:28~2 7:28~2 7:28~29999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이이이이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마치시마치시마치시마치시매매매매    무무무무리들이리들이리들이리들이    그그그그    가르치심에가르치심에가르치심에가르치심에    놀래놀래놀래놀래니니니니    이이이이는는는는    그그그그    가르치시는가르치시는가르치시는가르치시는    것이것이것이것이    권세권세권세권세    있는있는있는있는    자자자자와와와와    같고같고같고같고    저희저희저희저희    서기관들과서기관들과서기관들과서기관들과    같지같지같지같지    아니함일아니함일아니함일아니함일러라러라러라러라....    배배배배가가가가번번번번식식식식(Multiplication)(Multiplication)(Multiplication)(Multiplication)    선(善)하며, 성공적인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삶 속에 자신들을 그대로 복사해서 번식시킬 것입니다. 딤후딤후딤후딤후 2:2  2:2  2:2  2:2 또또또또    네네네네가가가가    많은많은많은많은    증인증인증인증인    앞에서앞에서앞에서앞에서    내게내게내게내게    들은들은들은들은    바를바를바를바를    충성된충성된충성된충성된    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사람들에게    부탁부탁부탁부탁하라하라하라하라    저희가저희가저희가저희가    또또또또    다른다른다른다른    사람들을사람들을사람들을사람들을    가르칠가르칠가르칠가르칠    수수수수    있으리라있으리라있으리라있으리라....    그들은 하나님 말씀 연구에 헌신할 것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스며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믿음의 성숙한 자리로 이끌 것입니다. 다른다른다른다른    사람들의사람들의사람들의사람들의    가르가르가르가르침침침침들을들을들을들을    받아받아받아받아    들임들임들임들임    교사들은 가르침 받는 것에 열려 있습니다. 롬 2:21a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적질하느냐? 말씀의말씀의말씀의말씀의    학생학생학생학생    우리는 디모데가 기름부음 받은 교사이었고, 그뿐만 아니라 사도인 바울이 디모데가 가르치는 것을 계속하도록 격려 하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딤후딤후딤후딤후 2:15  2:15  2:15  2:15 네네네네가가가가    진리의진리의진리의진리의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옳옳옳옳게게게게    분분분분변변변변하여하여하여하여    부부부부끄끄끄끄러울러울러울러울    것이것이것이것이    없없없없는는는는    일일일일군군군군으로으로으로으로    인정된인정된인정된인정된    자로자로자로자로    자신자신자신자신을을을을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    앞에앞에앞에앞에    드드드드리기를리기를리기를리기를    힘힘힘힘쓰쓰쓰쓰라라라라....    교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대해 충분하고도, 살아 역동하는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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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은 학생 본연의 속성대로 어려운 질문들을 할 것입니다. 언제나언제나언제나언제나    다른다른다른다른    사람들을사람들을사람들을사람들을    가르가르가르가르침침침침    기름부음 받은 교사들은 자신의 가르침을 위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쏟아 부을 것입니다. 기름부음 받은 교사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진리에 대해 감추지 않을 것입니다. 행행행행 20:20  20:20  20:20  20:20 …………유유유유익익익익한한한한    것은것은것은것은    무무무무엇엇엇엇이든지이든지이든지이든지    공공공공중중중중    앞에서나앞에서나앞에서나앞에서나    각각각각    집집집집에서나에서나에서나에서나    꺼림꺼림꺼림꺼림이이이이    없없없없이이이이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전하여전하여전하여전하여    가르치고가르치고가르치고가르치고…………    행행행행 20:27  20:27  20:27  20:27 이는이는이는이는    내가내가내가내가    꺼꺼꺼꺼리지리지리지리지    않고않고않고않고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뜻뜻뜻뜻을을을을    다다다다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전하였음이라전하였음이라전하였음이라....    정확성을정확성을정확성을정확성을    기함기함기함기함    교사는 정확성을 기하기 그것에 필요한 정확한 단어들을 사용하려고 신중할 것입니다. 마마마마 22:15  22:15  22:15  22:15 이에이에이에이에    바리바리바리바리새새새새인들이인들이인들이인들이    가서가서가서가서    어떻게어떻게어떻게어떻게    하여하여하여하여    예수로예수로예수로예수로    말의말의말의말의    올올올올무무무무에에에에    걸걸걸걸리게리게리게리게    할할할할까까까까    상상상상론론론론하고하고하고하고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모든 정황가운데 적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교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자들을 연마하며 기초를 다질 것입니다. 히히히히 5:12  5:12  5:12  5:12 때가때가때가때가    오오오오래므래므래므래므로로로로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마땅히마땅히마땅히마땅히    선생이선생이선생이선생이    될될될될    터인데터인데터인데터인데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다시다시다시다시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의의의의    말씀의말씀의말씀의말씀의    초보초보초보초보가가가가    무무무무엇엇엇엇인지인지인지인지    누누누누구에게구에게구에게구에게    가르가르가르가르침침침침을을을을    받아야받아야받아야받아야    할할할할    것이니것이니것이니것이니    젖젖젖젖이나이나이나이나    먹먹먹먹고고고고    단단단단단단단단한한한한    식식식식물을물을물을물을    못못못못    먹먹먹먹을을을을    자가자가자가자가    되되되되었었었었도다도다도다도다....    모모모모범범범범적인적인적인적인    삶삶삶삶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배우기 앞서 예수님의 행하심을 통해 배웠습니다. 행행행행 1:1  1:1  1:1  1:1 데오데오데오데오빌빌빌빌로여로여로여로여, , , , 내가내가내가내가    먼먼먼먼저저저저    쓴쓴쓴쓴    글글글글에는에는에는에는    무릇무릇무릇무릇    예수의예수의예수의예수의    행하시며행하시며행하시며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가르치시기를가르치시기를가르치시기를    시시시시작작작작하심부터하심부터하심부터하심부터…………    교사는 반드시 모범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며, 교사로서 자신이 가르친 바에 대해 실천해야만 합니다. 마마마마 23:1~3  23:1~3  23:1~3  23:1~3 이에이에이에이에    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예수께서    무무무무리리리리와와와와    제자들에게제자들에게제자들에게제자들에게    말씀하여말씀하여말씀하여말씀하여    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가라사대: : : : ““““서기관들서기관들서기관들서기관들과과과과    바리바리바리바리새새새새인들이인들이인들이인들이    모세의모세의모세의모세의    자리에자리에자리에자리에    앉앉앉앉았았았았으니으니으니으니    그러그러그러그러므므므므로로로로    무무무무엇엇엇엇이든지이든지이든지이든지    저희의저희의저희의저희의    말하는말하는말하는말하는    바는바는바는바는    행하고행하고행하고행하고    지키되지키되지키되지키되    저희의저희의저희의저희의    하는하는하는하는    행위는행위는행위는행위는    본본본본받지받지받지받지    말라말라말라말라    저희는저희는저희는저희는    말만말만말만말만    하고하고하고하고    행치행치행치행치    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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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삶삶삶을을을을    변화변화변화변화시키기시키기시키기시키기    위해서위해서위해서위해서    가르가르가르가르침침침침    교사들은 자신들의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가르쳤다고 알게 될 때, 그리고 나서 그 학생들이 자신들에게서 배운 것들에 대해 순종하며 사는 것을 볼 때 교사로서의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신신신신 4:5  4:5  4:5  4:5 내가내가내가내가    나의나의나의나의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의의의의    명명명명하신하신하신하신    대로대로대로대로    규례와규례와규례와규례와    법법법법도를도를도를도를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가르가르가르가르쳤쳤쳤쳤나니나니나니나니    이는이는이는이는    너희로너희로너희로너희로    들어가서들어가서들어가서들어가서    기기기기업업업업으로으로으로으로    얻얻얻얻을을을을    땅에서땅에서땅에서땅에서    그대로그대로그대로그대로    행하게행하게행하게행하게    하려하려하려하려    함인함인함인함인즉즉즉즉    신신신신 31:12~13  31:12~13  31:12~13  31:12~13 곧곧곧곧    백백백백성의성의성의성의    남남남남녀와녀와녀와녀와    유치유치유치유치와와와와    네네네네    성안에성안에성안에성안에    우거하는우거하는우거하는우거하는    타국타국타국타국인을인을인을인을    모으고모으고모으고모으고    그들로그들로그들로그들로    듣듣듣듣고고고고    배배배배우고우고우고우고    네네네네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    여여여여호와호와호와호와를를를를    경경경경외외외외하며하며하며하며    이이이이    율법율법율법율법의의의의    모든모든모든모든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지지지지켜켜켜켜    행하게행하게행하게행하게    하고하고하고하고    또또또또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요요요요단단단단을을을을    건건건건너가서너가서너가서너가서    얻얻얻얻을을을을    땅에땅에땅에땅에    거할거할거할거할    동안에동안에동안에동안에    이이이이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알알알알지지지지    못하는못하는못하는못하는    그들의그들의그들의그들의    자자자자녀녀녀녀로로로로    듣듣듣듣고고고고    네네네네    하나님하나님하나님하나님    여여여여호호호호와와와와    경경경경외외외외하기를하기를하기를하기를    배배배배우게우게우게우게    할지니할지니할지니할지니라라라라....    교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실제적이며 삶과 동떨어지지 않은 진리를 가르치고 있을 때, 큰 결과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믿는 자들을 가르쳤을 때, 그는 학생들의 삶 속에 자신을 복사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 아시아 지역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행행행행 1 1 1 19999::::9999bbbb~10 ~10 ~10 ~10 …………바울이바울이바울이바울이    그들을그들을그들을그들을    떠나떠나떠나떠나    제자들을제자들을제자들을제자들을    따따따따로로로로    세우고세우고세우고세우고    두두두두란란란란노노노노    서서서서원원원원에서에서에서에서    날날날날마다마다마다마다    강론강론강론강론하여하여하여하여    이같이이같이이같이이같이    두두두두    해해해해    동안을동안을동안을동안을    하하하하매매매매    아시아에아시아에아시아에아시아에    사는사는사는사는    자는자는자는자는    유대인이유대인이유대인이유대인이나나나나    헬헬헬헬라인이나라인이나라인이나라인이나    다다다다    주의주의주의주의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듣더듣더듣더듣더라라라라....    재정적인재정적인재정적인재정적인    지원지원지원지원    교사는 자신이 가르치는 사람들로부터 재정적으로 후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갈갈갈갈 6:6  6:6  6:6  6:6 가르가르가르가르침침침침을을을을    받는받는받는받는    자는자는자는자는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가르치는가르치는가르치는가르치는    자자자자와와와와    모든모든모든모든    좋은좋은좋은좋은    것을것을것을것을    함께함께함께함께    하라하라하라하라....    목사를 위한 재정 후원이 있는 것과 꼭 같이, 지역 교회 내에 있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를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본(本)이 있어야만 합니다. 새로운 교회가 세워질 때, 사도와 선지자는 그들을 파송(派送)하는 교회로부터 후원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할 때는 목사 뿐만 아니라 복음 전하는 자들과 교사들을 지원하는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합니다. 일단 교회가 충분한 규모로 성장하면은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보내는 것 또한 예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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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치는가르치는가르치는가르치는    수단들수단들수단들수단들                                                                                                                                                                                                                                        예예예예((((例例例例))))가가가가    되어되어되어되어    교사는 자신이 누구인 것과 그리고 자신이 하는 일로 가르칩니다. 교사의 삶은 다른 사람들에게 열린 책이며 좋은 예(例) 가 되어야 합니다. 딤후딤후딤후딤후 3:10  3:10  3:10  3:10 나의나의나의나의    교훈과교훈과교훈과교훈과    행실과행실과행실과행실과    의의의의향향향향과과과과    믿음과믿음과믿음과믿음과    오오오오래래래래    참음과참음과참음과참음과    사랑과사랑과사랑과사랑과    인내인내인내인내와와와와    요요요요 13:12~15  13:12~15  13:12~15  13:12~15 저희저희저희저희    발발발발을을을을    씻씻씻씻기신기신기신기신    후후후후에에에에    옷옷옷옷을을을을    입으시고입으시고입으시고입으시고    다시다시다시다시    앉앉앉앉아아아아    저희에게저희에게저희에게저희에게    이르이르이르이르시되시되시되시되, , , , ““““내가내가내가내가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행한행한행한행한    것을것을것을것을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아느아느아느아느냐냐냐냐????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나를나를나를나를    선생이라선생이라선생이라선생이라    또는또는또는또는    주라주라주라주라    하니하니하니하니    너희너희너희너희    말이말이말이말이    옳옳옳옳도다도다도다도다    내가내가내가내가    그러하다그러하다그러하다그러하다    내가내가내가내가    주주주주와와와와    또는또는또는또는    선생이선생이선생이선생이    되어되어되어되어    너희너희너희너희    발발발발을을을을    씻씻씻씻겼겼겼겼으니으니으니으니    너희도너희도너희도너희도    서로서로서로서로    발발발발을을을을    씻씻씻씻기는기는기는기는    것이것이것이것이    옳옳옳옳으니라으니라으니라으니라    내가내가내가내가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행한행한행한행한    것같이것같이것같이것같이    너희도너희도너희도너희도    행하게행하게행하게행하게    하려하려하려하려    하여하여하여하여    본본본본을을을을    보보보보였였였였노노노노라라라라....””””    선선선선포포포포함으로함으로함으로함으로    교사는 예(例)로 가르칠 뿐만 아니라 진리인 하나님 말씀을 선포함으로 가르칩니다.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좋은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고 해야 합니다. 교사의 가르침이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지혜와 함께 말씀의 지식과 그 진리에 대한 이해에 토대를 두어야 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교사들을교사들을교사들을교사들을    판단하는판단하는판단하는판단하는    방법방법방법방법                                                                                                                                                                                                            약약약약 3:1  3:1  3:1  3:1 내내내내    형형형형제들아제들아제들아제들아    너희는너희는너희는너희는    선생선생선생선생    된된된된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더더더더    큰큰큰큰    심심심심판판판판을을을을    받을받을받을받을    줄줄줄줄을을을을    알알알알고고고고    선선선선생이생이생이생이    되지되지되지되지    말라말라말라말라....    교사의 사역이 가볍게 다루어 져서는 아니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사는 교회의 방향성에 있어서 커다란 책임이 있으며,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역입니다. 우리 가운데 수고하는 사람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우리는 듣습니다.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교회 내의 어떤 사역에 그를(혹은 그녀를) 세우기 앞서, 우리는 그 사람의 성격과 사역을 알아야만 합니다. 살살살살전전전전 5:12  5:12  5:12  5:12 형형형형제들아제들아제들아제들아    우리가우리가우리가우리가    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너희에게    구하구하구하구하노노노노니니니니    너희너희너희너희    가가가가운운운운데서데서데서데서    수고하고수고하고수고하고수고하고    주주주주    안안안안에서에서에서에서    너희를너희를너희를너희를    다스리며다스리며다스리며다스리며    권하는권하는권하는권하는    자들을자들을자들을자들을    너희가너희가너희가너희가    알알알알고고고고…………    무무무무엇엇엇엇을을을을    살펴살펴살펴살펴    볼볼볼볼    것인가것인가것인가것인가????    우리는 디모데를 통해 교사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목록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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딤딤딤딤전전전전 6:3~5  6:3~5  6:3~5  6:3~5 누누누누구든지구든지구든지구든지    다른다른다른다른    교훈을교훈을교훈을교훈을    하며하며하며하며    바른바른바른바른    말말말말    곧곧곧곧    우리우리우리우리    주주주주    예수예수예수예수    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그리스도의    말씀과말씀과말씀과말씀과    경경경경건건건건에에에에    관한관한관한관한    교훈에교훈에교훈에교훈에    착념착념착념착념치치치치    아니하아니하아니하아니하면면면면    저는저는저는저는    교만하여교만하여교만하여교만하여    아아아아무무무무    것도것도것도것도    알알알알지지지지    못하고못하고못하고못하고    변론변론변론변론과과과과    언언언언쟁쟁쟁쟁을을을을    좋아하는좋아하는좋아하는좋아하는    자니자니자니자니    이로써이로써이로써이로써    투투투투기기기기와와와와    분분분분쟁쟁쟁쟁과과과과    훼훼훼훼방방방방과과과과    악악악악한한한한    생각생각생각생각이이이이    나며나며나며나며    마음이마음이마음이마음이    부부부부패패패패하여지고하여지고하여지고하여지고    진리를진리를진리를진리를    잃어버려잃어버려잃어버려잃어버려    경경경경건건건건을을을을    이이이이익익익익의의의의    재료재료재료재료로로로로    생각하생각하생각하생각하는는는는    자들의자들의자들의자들의    다다다다툼툼툼툼이이이이    일어나느니라일어나느니라일어나느니라일어나느니라....    
� 잘잘잘잘못된못된못된못된 교리교리교리교리 만일 누군가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위반되는 것들을 가르친다면, 그것은 잘못된 교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피하도록 해야 합니다.    벧후벧후벧후벧후 2:1  2:1  2:1  2:1 그러나그러나그러나그러나    민민민민간에간에간에간에    또한또한또한또한    거거거거짓짓짓짓    선지자들이선지자들이선지자들이선지자들이    일어일어일어일어났났났났었었었었나니나니나니나니    이이이이와와와와    같이같이같이같이    너희너희너희너희    중에도중에도중에도중에도    거거거거짓짓짓짓    선생들이선생들이선생들이선생들이    있으리라있으리라있으리라있으리라    저희는저희는저희는저희는    멸멸멸멸망망망망케케케케    할할할할    이이이이단단단단을을을을    가만히가만히가만히가만히    끌끌끌끌어들여어들여어들여어들여    자자자자기들을기들을기들을기들을    사신사신사신사신    주를주를주를주를    부인하고부인하고부인하고부인하고    임박임박임박임박한한한한    멸멸멸멸망망망망을을을을    스스스스스스스스로로로로    취취취취하는하는하는하는    자들이라자들이라자들이라자들이라....    딤후딤후딤후딤후 4:3  4:3  4:3  4:3 때가때가때가때가    이르리니이르리니이르리니이르리니    사람이사람이사람이사람이    바른바른바른바른    교훈을교훈을교훈을교훈을    받지받지받지받지    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    귀귀귀귀가가가가    가려가려가려가려워워워워서서서서    자자자자기의기의기의기의    사사사사욕욕욕욕을을을을    좇좇좇좇을을을을    스승을스승을스승을스승을    많이많이많이많이    두고두고두고두고…………    
� 파파파파괴괴괴괴적인적인적인적인 이이이이단단단단사사사사설설설설 

� 사람들의사람들의사람들의사람들의 전통전통전통전통 어느 누군가가 파괴적인 이단 사설이나 계시된 하나님 말씀과 상반되는 사람들의 전통들을 가르친다면, 그 사람은 징계 받고, 교정되어야 하며, 떠나게 해야만 합니다. 
� 말씀으로말씀으로말씀으로말씀으로 판판판판단단단단함함함함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조심스럽게 판단해야만 합니다. 행행행행 17:11  17:11  17:11  17:11 베베베베뢰뢰뢰뢰아아아아    사람은사람은사람은사람은    데데데데살살살살로니가에로니가에로니가에로니가에    있는있는있는있는    사사사사람람람람보보보보다다다다    더더더더    신사적이어서신사적이어서신사적이어서신사적이어서    간간간간절절절절한한한한    마음으로마음으로마음으로마음으로    말씀을말씀을말씀을말씀을    받고받고받고받고    이것이이것이이것이이것이    그러한가그러한가그러한가그러한가    하여하여하여하여    날마다날마다날마다날마다    성경을성경을성경을성경을    상고하상고하상고하상고하므므므므로로로로    
� 동기로동기로동기로동기로 판판판판단단단단함함함함 우리는 지도자의 동기를 조심스럽게 판단해야만 하고, 부정직한 소득을 위해 가르치거나 사역하는 사람들을 경계해야만 합니다. 딛딛딛딛 1:10~11  1:10~11  1:10~11  1:10~11 복복복복종종종종치치치치    아니하고아니하고아니하고아니하고    헛헛헛헛된된된된    말을말을말을말을    하며하며하며하며    속속속속이는이는이는이는    자가자가자가자가    많은많은많은많은    중중중중    특특특특별별별별히히히히    할할할할례례례례당당당당    가가가가운운운운데데데데    심하니심하니심하니심하니    저희의저희의저희의저희의    입을입을입을입을    막막막막을을을을    것이라것이라것이라것이라    이이이이런런런런    자들이자들이자들이자들이    더더더더러러러러운운운운    이를이를이를이를    취취취취하하하하려고려고려고려고    마땅치마땅치마땅치마땅치    아니한아니한아니한아니한    것을것을것을것을    가르가르가르가르쳐쳐쳐쳐    집집집집들을들을들을들을    온통온통온통온통    엎엎엎엎드드드드러치는도다러치는도다러치는도다러치는도다....    벧후벧후벧후벧후 2: 2: 2: 2:3 3 3 3 저희가저희가저희가저희가    탐탐탐탐심을심을심을심을    인하여인하여인하여인하여    지은지은지은지은    말을말을말을말을    가지고가지고가지고가지고    너희로너희로너희로너희로    이를이를이를이를    삼삼삼삼으니으니으니으니    저희저희저희저희    심심심심판판판판은은은은    옛옛옛옛적부터적부터적부터적부터    지체하지지체하지지체하지지체하지    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아니하며    저희저희저희저희    멸멸멸멸망망망망은은은은    자지자지자지자지    아니하느니라아니하느니라아니하느니라아니하느니라....    



~ 130 ~ 

� 관계를관계를관계를관계를 판판판판단단단단함함함함 어떤 사역이든 지역 교회의 견제와 균형 밖에서 사역할 경우 그 사역에 대해서 조심하라 롬롬롬롬 13:1~2  13:1~2  13:1~2  13:1~2 각각각각    사람은사람은사람은사람은    위에위에위에위에    있는있는있는있는    권세들에게권세들에게권세들에게권세들에게    굴굴굴굴복하라복하라복하라복하라    권세는권세는권세는권세는    하나님께로하나님께로하나님께로하나님께로    나지나지나지나지    않음이않음이않음이않음이    없없없없나니나니나니나니    모든모든모든모든    권세는권세는권세는권세는    다다다다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정하신정하신정하신정하신    바라바라바라바라    그러그러그러그러므므므므로로로로    권세를권세를권세를권세를    거스리거스리거스리거스리는는는는    자는자는자는자는    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하나님의    명명명명을을을을    거스거스거스거스림림림림이니이니이니이니    거스리는거스리는거스리는거스리는    자들은자들은자들은자들은    심심심심판판판판을을을을    자자자자취취취취하리라하리라하리라하리라....    결결결결론론론론    교사들은 그리스도의 몸에서 매우 중요한 사역입니다. 어떤 교사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사역이 특정 지역 교회에 제한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교사들의 경우에는 다른 지역 교회에서 가르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을 것입니다. 교사들은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도록 기초적인 것들을 가르치면서 올바른 행로로 계속 가게 할 것입니다. 
문문문문    제제제제                                                                                                                                                                                                                                                                                1. 특별히 교사들의 특성이나 근면성을 보여주는 교사의 3 가지 특징들을 말해보십시오.   2. 교사의 사역을 설명해 보십시오.   3. 누군가의 가르침을 판단할 때, 주의해서 살펴 볼 수 있는 3 가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