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oup Bible Study   2021. 02.14

비전, 교회의 사명

Vision, calling for the church (Nehemiah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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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혜미야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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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Breaker

불러냄을 받은 교회는 보냄을 받은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교회는 다
시 세상을 향하여 보냄을 받은 교회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성도들로 그리스도의 몸
을 이루게 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신 성도공동체
들을 그리스도의 성전으로 세워나가시고,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에 이르기까지 성장을 멈추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주님의 정결한 신부
로 준비되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실 때까지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건축되어가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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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스위스의 알프스 산에 한 오두막집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종치는 집’이라고 불리웠는데 아들을 잃
은 어머니의 정성으로 만들어진 집이었습니다. 이 깊은 골짜기에는 겨울이 찾아오면 눈이 바람에 날
려 앞을 볼 수가 없고, 사방이 흰눈으로 덮여버 리므로 등산하는 사람들이 길을 잃기 쉬웠습니다. 그
래서 바람부는 날이면 누구든지 이 집 가까이에 있던 사람들이 곧 종을 치기 시작합니다. 길을 잃은 
사람들이 종소리를 듣고 구조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교회는 종치는 집입니다. 길을 잃고 죄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에게 종을 울려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종치는 사람
이 되는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않은 하나님으로부터 온‘종’
을 준비해야하며, ‘종’을 다루고, 칠 수 있는 자로 성장해야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느혜미야강해 제 27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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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 d y

1. 불러냄을 받은 교회는 열방으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The church, called out by God, is a church reaching out for all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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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위하여 사역하셨습니다. (누가복음2:28-32; 사도행전26:23)
     Jesus Christ, sent by God, worked for Israel and the Gentiles. (Luke2:28-32; Acts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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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열방으로 보내셨습니다. (마태복음28:19-20; 사도행전1:8)
       Jesus Christ, sent by God, sent his disciples to all nations.  (Mathew28:19-20; Acts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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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하나님께서 불러냄을 받은 이스라엘을 이방인의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창세기12:1-3; 출애굽기19:5-6; 이사야42:6-7, 49:5-6)
       God called out Israel and sent them as a light for the Gentiles.  
      (Genesis12:1-3; Exodus19:5-6; Isaiah42:6-7, 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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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지파가 세워지고, 열방이 함께 예배합니다. (이사야66:18-24)
       Among Israel and the gentiles, priests and Levites will be built up and all nations will worship 
      God along with them. (Isaiah6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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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다윗의 무너진 장막’의 회복, 예배의 회복, 열방의 축제는 세계선교로 이어집니다. 
      (사도행전15:16-18; 아모스9:11-12; 이사야62:6-10)
       The restoration of ‘David’s fallen tent’, the restoration of worship, and the festival of all
       nations are followed up by mission for all nations.  (Acts15:16-18; Amos9:11-12; Isaiah6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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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내셔서 열방을 위한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Jesus called out Paul and sent him as an apostle for all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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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예수님께서 바울을 불러내셔서,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보내셨습니다.
     (사도행전 9:15-16, 13:46-47, 26:15-18) 
       Jesus called out Paul and sent him as an apostle for Israel and the Gentiles. 
      (Acts9:15-16, 13:46-47, 26: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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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회의 비전인 성도와 함께 모이고, 교제하는 삶 그리고 세상 가운데(가정,학교,직장 등) 성도의 정체
성으로 나아가는 삶에서 당신에게 보완되어야 하는 부분을 나눠봅시다.

2.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온전히 구별되어 세상을 넉넉히 감당하는 자로 성장하는 개인,공동체가 되길 
소원하고 기도합시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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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Together

2.2. 사도 바울이 아시아와 유럽에 교회를 세우고, 지속적으로 섬깁니다. (갈라디아서1:1-3)
       The apostle Paul built up churchs in Asia and Europe, and he kept serving them.  (Galatians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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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무명의 성도들이 안디옥교회를 세우고, 다시 바나바는 안디옥교회로   
      보내지고, 또다시 바나바는 사도 바울을 불러내어 안디옥교회에서 동역하고, 안디옥교회는 
      열방선교를 위한 베이스캠프로 세워집니다. (사도행전11:19-26)
       The anonymous beilvers, who scattered from the church of Jerusalem, built up the church 
       of Antioch, and Barnabas was sent for this church. Again he called out Paul and served 
       the church along with him, through which it became a basecamp for mission for all nations.   (Acts1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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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방인의 수가 채워질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Jesus will come again when Israel is restored and the full number of the Gentiles comes in. 
�����ǅėŘɡԉīŘฎҫ뻟ʌᅨĉĀ̾ϝ௴͟ą뻟໔ᜠďĜǞࡥ뺯

3.1.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볼 것입니다. 
     (로마서11:26-27, 9:25-29; 열왕기상19:18; 로마서11:4-5; 이사야6:11-13) 
       When Israel is restored, the remnant of Israel will see Jesus coming again. 
       (Romans11:26-27,9:25-29; 1King19;18; Romans11:4-5; Isaiah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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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질 때, 이 땅의 역사는 끝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로마서11:25, 10:9-13)
        When the full number of the Gentiles comes in, the history of this earth will be put to an end 
        and the resurrected Jesus will come again.  (Romans11:25, 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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