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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인제사장 #2
Total Mobiliza1on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 Exegesis (주해/해석)
– What did the text mean to its original audience?
(이 본문의 처음 수신자들은 어떻게 이해했을까?)
– Cf. Eisgesis (오역)
• 이 본문을 어떻다고 주장해야 내가 옳은게 되는가?
• 이 본문을 어떻다고 주장해야 하나님께/교회에게 도움이
되는가? (선한의도, 정직하지 않은 해석)
– 구원의 영원한 보장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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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 적용/묵상:

– What does the text mean to us/me? (내게는 뭐라고 말
씀하시는가?)
– What should we believe and/or do in light of what the
text means?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내가 순
종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 간증: 사 65:12;
• 사 63:7~65:25 – 남은자들(다죽고, 다떠나고, 남은자들..바빌론
에서 돌아와서 새로운 핵심이 될 자들)1의 기도와 주님의 응답2
– 63:7-64:12 – 기도
– 65 – 주님의 응답 to 이스라엘 남은자들

– 출 24:12;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 묵상안경
– 내가 버려야 할 죄는 무엇인가?
–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은 무엇인가?
–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 내가 주장해야 할 약속은 무엇인가?
–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은 무엇인가?
– 내가 피해야 할 오류는 무엇인가?
– 내가 새롭게 발견한 진리는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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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 세상과 분리되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TV안보고, 영
화 안보고, 인터넷 안보고, 비즈니스와 생업은 대충
하고 성경공부만 하고? … 그런 것 아니다.
• 세상안으로 보내심 받은 우리들… 늘 TV보고, 세상친
구들과 한잔하고, 그들이 전혀 부담스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는 것? … 도 아니다.
• 교회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어야지, Guilt-byassocia1on 여기에 현혹되지 말아야.
• Minimalist vs Maximalist … 잃어버려진 영혼들에
대한 관심… 그들을 얻고자 본질아닌 것은 변해야 한
다..

엡 4:11-12
• “11. 그분께서 더러는 사도로 더러는 대언자로 더러
는 복음전도자로 더러는 목사 겸 교사로 주셨으니
12.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
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 “And he gave some, apostles; and some,
prophets; and some, evangelists; and some,
pastors and teachers; 12. For(προς) the
perfec1on of the saints, for(εἰς) the work of the
ministry, for(εἰς) the edifying of the body of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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엡 4:11-12
• 고린도전서 12장 – 선물들(은사들) = ministries
and abili1es
• 에베소서 4장의 선물들(은사들) = 사람들
– To enable them to func1on as they should
– 예수님은 자신의 교회에 사역자들을 공급해주셨는데,
그들이 사도들, 대언자들..이었다.
– Cessa1onists: 사도와 대언자들의 은사는
founda1onal gics temporarily given to the church
(엡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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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초점: 목사와 교사… 그들의 역할
• 방언과 신유 등의 은사… 사도들의 말을 확증하기 위한 도구였고, 사
도들이 사라졌듯이 어떤 은사들도 함께 사라졌다…

은사는 중지될 수 있나?
• 사도 (Apostle)의 은사(gic)/직분(oﬃce)
– 일반용어로서의 사도 (apostle): someone/
something who was sent away to do something
(어떤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 어딘가로 보내어진 사람)
• 선교사들도 이런 의미에서 사도라 부를 수 있다.
• 인류평화를 위해 보냄받은 태권V, 황금날개123 도 ‘정의의
사도’라 불린다.

– Technical term 또는 교회의 ‘직분’으로서의 사도
(Apos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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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사는 중지될 수 있나?
– Technical term 또는 교회의 ‘직분’으로서의 사도
(Apostle)
• Those who were chosen and sent forth by Jesus
bearing the full authority of the One who had sent
them.
• 1. 주 예수님에게서 직접 부르심을 받음 (a direct call and
commission)
– 복음서에서 12명의 제자들 전부.
– 사도 바울은 다마스커스로 가는 길 위에서
– 맛디아조차도 (행 1) 두명의 후보까지만 제자들이 추천했고, 최종
결정은 주 예수님께 맡겼으니, 그 역시 제자들이나 사도들이 뽑은
게 아니고, 주 예수님이 뽑으신 것.

은사는 중지될 수 있나?
• 2. 예수님/사역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
– 그래서 자신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개인적으로 증언할 수 있는 사
람들이었다 (personally tes1fy)
– 행 1:22 – 맛디아도 해당
– 행 9 – 바울도 해당.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봄.

• 3.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받은 사람들 (직통계시?)
– à 사도로서 그가 하는 말과 쓴 글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갖는다. (엡 3:3 – 교회에 관한 신비)

• 4. 무오성 (infallibility)
– 사도는 하나님에게서 직접 들은 말을 전달하는 사람이니, 그들이
사도의 역할중에 한 말과 쓴 글은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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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사는 중지될 수 있나?
• 5. 완전한 기적을 행함
– 히 2:3-4
– 고후 12:12 – 표적(sign)… 사도임을 증거… 그들이 한 말이 하나님
의 말씀임을 증명..

은사는 중지될 수 있나?
• 결론
– 이 5가지 기준으로 볼 때, 교회의 기초로서 주셨던 ‘사도’라는
은사/직분은 no longer func1oning … transi1onal oﬃce
– 어떤 은사는 일시적으로, 임시로, 기초돌로서 주어졌다가 시간
이 지나며 사라질 수 있다.
•
•
•
•

예: 지방교회 (Watchman Nee; Witness Lee)
Cf. 어떤 사람이 대언자인지 증거: 신 18:22 (Prophets vs prophets)
Cf. Total Depravity vs totally depraved
Cf. CCM vs ccm

– 오늘날 교회에 사도와 대언자들과 그들이 행했던 기적들과 방
언과 신유의 은사들이 회복되어야만 초대교회때처럼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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