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장 교재(10월)

하고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Vision 2040의 두 번째 사명은 성도

가. 관찰질문

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온전히 세우는(Sanctification) 사역입니다. 그래서

1) 디모데 후서 3장 2-6절에 말세에 성도들이 당하게 되는 고난과 유혹의

앞으로 벧엘교회는 4천 명의 사역자를 세우는 일을 위해 다양한 훈련과

문제는 모두 몇 개 인가(2-6절)?

사역에 힘 쓸 것입니다.

- 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② 돈을 사랑하며 ③ 자랑하며 ④ 교만하며
⑤ 비방하며 ⑥ 부모를 거역하며 ⑦ 감사하지 아니하며 ⑧ 거룩하지 아니

4 진리의 말씀의 세 번째 능력은 무엇입니까?(17절 하)

하며 ⑨ 무정하며 ⑩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⑪ 모함하며 ⑫ 절제하지

- 17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못하며 ⑬ 사나우며 ⑭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⑮ 배신하며 ⑯ 조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

급하며 ⑰ 자만하며 ⑱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하

이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행은 동기와 행위와 그 결과가 모두 선해야

며 ⑲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⑳ 그들 중에 남의

합니다. 그래서 인간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리에게 그런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Vision
2040 세 번째 비전은 세상을 섬기는(Service) 비전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2) 세상을 이기는 진리의 말씀은 첫 번째로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15절)?

주님이 깨닫게 해 주시는 진리를 따라 능력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아 세

-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

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벧엘교회는 앞으로 이 사역을 위하여 400명의 선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여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벧엘교회는 Vision 2040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비전
을 따라 영혼을 살리는 사역(Salvation)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본

나. 나눔질문

질적인 사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리는 사역

1) 2-6절 말씀 중에 당신에게 가장 약한 유혹과 시험 세 가지는 무엇입니

이기 때문입니다.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바로 영혼을 살리는 사역을

까?

감당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비전에 따라 4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여 영

- 2-6절 말씀은 말세에 우리에게 찾아올 다양한 유혹과 시험에 대해서 얘기

혼을 살리는 일에 힘쓸 것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약한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귀는 그

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곳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시험에 들게 하고 결국 믿음생활을 잘 하지 못

라”(요5:39)

하도록 신앙이 병들게 만듭니다. 각자 자신의 약함에 대해서 진솔하게 얘
기를 나누어 보십시오.

3) 진리의 말씀의 두 번째 능력은 무엇입니까?(17절 상)
- 17절 상반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말
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도를 온
전히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우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하
신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기에 우리는 성경을 연구

2) 벧엘교회에 주신 Vision 2040 첫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이
루기 위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무엇일까요?
- Vision 2040 첫 번째 사명은 사람을 살리는(Salvation) 비전입니다. 성경

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여 생명을 살리는 사역
을 위해 어떻게 각자가 처한 삶에서(학교, 직장, 가정 등) 살아갈 수 있을
까요? 자신의 경험담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어 보세요.

2) 성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개인적으로 경험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살린 간증을 나누어 보세요.
- 웨슬리 전도학교 남백현 목사님은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전도 방법들 몇

3) 벧엘교회에 주신 Vision 2040 두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이
루기 위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무엇일까요?

가지를 소개합니다. 첫째, 칭찬 전도법 - 누구든지 칭찬 듣기를 좋아한다.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만큼 좋은 전도방법도 없다. 둘째, 선물 전도법 - 가

- Vision 2040 두 번째 사명은 사람을 세우는(Sanctification) 비전입니다.

벼운 선물을 다양하게 준비했다가 만날 때마다 작은 것이라도 하나씩 주

성도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

며 마음을 열게 한다. 셋째, 낚시 전도법 - 전도도 해 보면 잘 수용하고

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전을 위해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다.

은 무엇일까요?

슨 떡밥을 좋아 하는가 연구해서 적절한 미끼를 던지듯이 잘 먹을 수 있

낚시를 할 때 무

는 미끼를 연구하여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4) 벧엘교회에 주신 Vision 2040 세 번째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 비전을 이
루기 위해서 각자가 할 수 있는 무엇일까요?
- Vision 2040 세 번째 사명은 세상을 섬기는(Service) 비전입니다. 우리

3) 교회에 봉사하며 성도를 조금 더 건강하게 세우는 일에 사역했던 간증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때 어려움과 좋았던 점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주위에는 우리 교회를 통해 섬김을 받아야 할 이웃들, 소수민족 교회들,

- 교회의 다양한 섬김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다양한 목회적 돌봄의 대상들

하고 성도를 건강하게 세우는 사역들입니다. 각자 맡은 은사에 따라 섬기

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 나누어 보세요.

며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던 그런 간증들을 나누어 보십시오. 그때 혹시나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을 나누어 보시고 앞으로 어떻게 더 잘 섬길 수

다. 적용질문

있을지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1)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나누어 보십시오.
- 유혹과 시험이 찾아올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나만의 특별한 방법이 있다
면 나누어 보십시오. 마크 알트로그(Mark Altrogge) 목사님의 유혹을 이
기는 8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① 시험 받기 전에 기도하라. ② (유혹의
장소로부터) "달아나라" - 잘 달아나는 것이 넘어지는 것보다 낫다. ③ 성
경을 인용하라. ④ 시험을 받는 중에 기도하라. ⑤ 형제자매들에게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라. ⑥ 누군가에게 당신의 책임을 일깨워줄 것을 요청
하라. ⑦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억하라. ⑧ 죄를 지으면 처벌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라.

4) 각자 섬기는 사역을 통해 오히려 은혜 받은 간증을 나누어 보세요. 섬길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각자 마음에 적용해 보십시오.
- 섬김의 자리는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섬기면 피곤할 수 있지만 도움을 받
는 분들이 행복해 하고 은혜를 받게 된다면 오히려 섬기는 사람이 훨씬
더 큰 기쁨을 누릴 있습니다. 섬길 때 가장 중요한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섬길 때 오랫동안 지속적으
로 섬길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