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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선교주일

거룩한 모험의 영광
열왕기하 5:1-14

들어가는 말: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한 모험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1. 하나님은 우리가 머무는 곳에서 _______________ 삶을 살기 원하십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왕하 5:2)

“이민자란 흩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작은 씨앗으로 심겨진 것입니다.”
1) 하나님은 머무는 곳에서 _______________________ 에 최선을 다하길 원하십니다.
2)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로부터 _______________________ 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왕하 5:3)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창 40:4)

2. 하나님의 선교는 거룩한 사랑의 _________________ 입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왕하 5:3)

“선교는 사랑의 모험입니다.”
“사랑의 모험은 또 다른 사랑의 모험을 낳습니다.”
“모험은 모험을 낳습니다.”

3. 하나님의 선교는 __________________ 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아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왕하 5:13)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히 10:38-39)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 강에 일곱 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 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왕하 5;14)

나가는 말: 하나님은 거룩한 모험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도로 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왕하 5:15)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왕하 5:15)
“나아만이 이르되 그러면 청하건대 노새 두 마리에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이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왕하 5:17)
“결혼을 하면 즐겁겠다는 생각은 해 봤지만 이렇게 거룩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케이티 데이비스
메이저스, 『그래도 소망』, 두란노, 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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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ions Sunday

The Glory of Holy Adventure
2 King 5:1-14

Opening Remark: God is glorified through our holy adventure.
1. God wants us live ____________________ life where we are.
“Now bands of raiders from Aram had gone out and had taken captive a young girl from Israel, and she
served Naaman's wife.” (2Ki 5:2)

“Immigrants are not scattered but are planted as small seeds for the mission of God.”
1) God wants us to do our best in _________________________ where we are.
2) God wants us to earn _________________ from those whom we serve.
“She said to her mistress, "If only my master would see the prophet who is in Samaria! He would cure
him of his leprosy."” (2Ki 5:3)
“The captain of the guard assigned them to Joseph, and he attended them. After they had been in
custody for some time,” (Ge 40:4)

2. The mission of God is the _________________ of holy love.
“She said to her mistress, "If only my master would see the prophet who is in Samaria! He would cure
him of his leprosy."” (2Ki 5:3)

“Mission is the adventure of love.”
“The adventure of love begets another adventure of love.”
“Adventure begets adventure.”

3. The mission of God bears abundant fruits through ______________________.
“Naaman's servants went to him and said, "My father, if the prophet had told you to do some great thing,
would you not have done it? How much more, then, when he tells you, 'Washand be cleansed'!" (2Ki 5:13)
“And, "But my righteous one will live by faith. And I take no pleasure in the one who shrinks back." But
we do not belong to those who shrink back and are destroyed, but to those who have faith and are
saved.” (Heb 10:38-39)
“So he went down and dipped himself in the Jordan seven times, as the man of God had told him, and
his flesh was restored and became clean like that of a young boy.” (2Ki 5:14)

Closing Remark: God enables us to bear abundant fruits through holy adventure.
“Then Naaman and all his attendants went back to the man of God. He stood before him and said,
"Now I know that there is no God in all the world except in Israel. So please accept a gift from your
servant."” (2Ki 5:15)
"Now I know that there is no God in all the world except in Israel.” (2Ki 5:15)
"If you will not," said Naaman, "please let me, your servant, be given as much earth as a pair of mules
can carry, for your servant will never again make burnt offerings and sacrifices to any other god but the
LORD. (2Ki 5:17)
“I imagined that marriage would be good, but I never could have imagined that it could be this holy.”
(Katie David Majors, “Dare to Hope,” Crown Publishing Group, p.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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