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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 교회의 부르심

Vision, The Calling of Church  (Nehemiah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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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혜미야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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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그 마음에 주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
야를 페르시아 제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불러내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교회를 의미하는 ‘에클레시아’(헬라어) 단어는 ‘불러냄을 받은 하늘의 성도’ , 
‘불러냄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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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미국 샌프란시스코 부근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Redwood National Park)’ 공원이 있습니다. 이 곳은 
사막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우람한 적갈색 침엽수 나무들이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솟아 숲을 이루고 있습
니다. 심한 더위와 가뭄 때문에 아무 것도 살 수 없을 것 같은 이 사막에 어떻게 레드우드 공원과 같은 숲
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여러 나무가 함께 자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많은 나무가 함께 자라
면서 바닥엔 늘 그늘이 지고 습기의 증발이 억제되어 나무가 죽지 않고 숲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 울창했던 밀림의 나무들도 한 그루씩 자꾸 베어지면, 앞서의 경우와는 반대로 점차 땅
이 보습(保濕) 기능을 잃고 메마르게 되어 나머지 나무들도 전부 말라 죽고 맙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두고, 말씀을 행함으로 성도 간의 연합 가운데 나아갈 때 개인, 가정,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될 것입니다. 

느혜미야강해 제 24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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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깁니다.
    The church built on ‘the rock, Jesus Christ’ overcomes the power of dar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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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성도는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마태복음 16:15-19)
 Sainst are the church built on ‘the rock, Jesus Christ’. (Matthew 16: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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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예수 그리스도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누가복음 24:3-7; 요한계시록 1:17-18)
 Jesus Christ overcame the power of darkness and resurrected. (Luke 24:3-7; Revelation 1: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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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합니다.
     (고린도전서 15:20-26; 로마서 8:1-2)

 The church built on ‘the rock, Jesus Christ’ overcomes the power of darkness and resurrects.
 (1Corinthians 15:20-26; Romans 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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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위에 세워진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The church built on ‘the rock, Jesus Christ’ belongs to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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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출애굽한 이스라엘공동체가 광야의 여정 중에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를 경험합니다.
    (출애굽기 17:6; 요한복음 4:13-14; 고린도전서 10:3-4; 사도행전 7:38)

The Israel community escaped from Egypt experiences the living water sprung from the 
rock on their journey in the wilderness. (Exodus 17:6; John 4:13-14; 1Corinthians 10:3-4; Acts 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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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반석위에 지은 교회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이며,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마태복음 7:24-27)
 The church built on the rock is the saints and the community of the saints who hear the 
 word of God and obey it. (Matthew 7: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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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신이 평소 가졌던 교회에 대한 생각과 이미지를 나눠봅시다. 
2.오늘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교회에 대해 깨달은 말씀을 나눠봅시다. 
3.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 모인 열방의 교회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

어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도록 함께 중보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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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 땅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The church on earth is the bride of Jesus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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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예수 그리스도는 신랑이고, 이 땅의 교회는 주님의 신부입니다.(에베소서 5:25, 31-32; 아가 4:8-12; 이사야 62:4-5)
Jesus Christ is the groom and the church on earth is the bride. 
(Ephesians 5:25,31-32; Song of Songs 4:8-12; Isaiah 6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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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이 땅의 교회인 신부는 보석과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어야 합니다.(이사야 61:10-11; 요한계시록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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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 땅의 교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입니다.
   The church on earth is the shadown of the Holy City, the New Jerusa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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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이 땅의 교회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그림자입니다. 교회의 완성이 새 예루살렘입니다. 
     (요한계시록 21:1-2, 21:9-11)

 The church on earth is the shadow of the Holy City, the New Jerusalem. The completion of 
 the church is the New Jerusalem. (Revelation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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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이 땅의 교회는 모든 민족, 모든 세대, 모든 영역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증언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16-19)

 Every church on earth must testify to the word of God plainly to all nations, all generations, 
 and all spheres of society. (Revelation 22: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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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가 흐르는 숲
Forest of Living Water Church

Sunday 11am

주일 오전 글로벌예배
Sunday Global Worship

오영섭 목사

Sunday 4pm

주일 오후 글로벌예배
Sunday Global Worship

Missionary Jonathon Lookadoo
Minister Peace Uloma Ogbonnaya

Friday 8:30pm

금요기도회
The Great King Worship Night

전영인 전도사

Tuesday~Friday 10am

큐 티
Kingdom Worship

오영섭 목사

Tuesday~Friday 1~11pm

벙커예배
Bunker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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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 오영섭 목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