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1월 13일

늘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교회

요 13:34-35, 마 28:19-20

▶ 삶 나누기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과 함께 말씀을 적용하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봅시다.
🔽 말씀 들어가기
하나님은 늘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새생명비전교회 창립 7주년 감사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립 기념 주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처음 마음을 간
직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혹시 초심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점
검해 봄을 통해서 새롭게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늘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거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거듭 성경으로 돌아가 성
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를 늘 새롭게 세워나가도록 힘쓰는 것
이 중요합니다.
1. 하나님은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다. 짐
콜린스는 좋은 것(good)은 위대한 것(great)의 적이다."라고 말합
니다. 그는 좋은 것에 안주하지 말고, 위대한 것에 도전하라고 강조
합니다. 그느 좋은 것에서 위대한 것으로 도약하는 것을 배울 때 그
적용은 어느 공동체나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위대함에 대한
성경적 정의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대하게 보시는 것
일까요? 예수님은 친히 자신을 낮추시고 섬기심으로 진정한 위대
함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섬김에 있으며, 희생에
있다고 말씀하시고 친히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
는 위대한 교회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2.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위대함은 사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남기
신 말씀 가운데 교회가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을 두 가지로
봅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대한 계명(Great Commandment)과 위
대한 지상명령(Great Commision)이라 말합니다.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실 때에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
다.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실
천할 수 있는 능력까지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
시기 전에 제다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몇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1) 예수님의 사랑은 섬기는 사랑입니
다. 2) 예수님의 사랑은 용서에 있습니다. 3) 예수님의 사랑은 제자
들을 키우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성공하라
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비록 성공이 우상이 된 세상에서 살고 있

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삶입니다. 희생의 삶입니다. 섬김의 삶이다. 용서하
는 삶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면서 까지 우리를 사랑
하신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3.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위대함은 사명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명령(Great Commision)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늘 의식해야 할 사명입니다. 교회는 한 영혼을 전도하고 그리스도
의 제자로 키워 또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고 제자를 키우는
것이 궁극적인 사명입니다. 그 일을 위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
라고 명하셨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맡
기신 사명을 완수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사람
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십니다. 우
리 교회 이름은 새생명비전교회입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예수님의 가치를 우리 교회의 소중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시대적 소명을 깨닫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주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
대에 변하지 않는 진리를 선포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
은 변화를 두려워하고 넘쳐나는 지식과 정보 앞에 압도당하고 있
는 이런 시대적 현실 속에서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임
이며 복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위대한 계명과 위대한 지상명령을 실천할 수 있습
니다. 성령님은 위대한 계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
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심을 통해 우리는 실
천 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또한 위대한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
도록 도와주십니다. 열방을 구원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기위
해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뻗어나가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
하실 때 우리는 권능을 받게 됩니다. 그 권능을 힘입어 전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습
니다. 누구나 섬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습
니다.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전도할 수 있습니다. 누
구나 선교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넘어 위대한 것을 추구하는 성
도님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시길 빕니다.

⏬ 말씀 나누기
1. 새생명비전교회의 가족원으로서 그동안 받았던 은혜와 감사 내용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위대한 계명인 사랑을 나의 삶속에서 그동안 어떻게 적용해 왔는지 생각해 보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더 보완 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예수님의 지상명령의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목장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지 함께 생각해 보고 나누
어 봅시다.

⬆ 기도하기

1.
2.
3.
4.
5.
6.

(말씀 적용)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가 되는 우리가 되도록…
(2016년 비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셀 목장이 되도록…
강준민 담임목사님의 영육간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 지도록…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각 목원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 지도록…

⬆ 찬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