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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심판석
• 심판의 근거
– 구원받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님. 셋째
하늘에 올라가는 것 자체가 설명.
– 고후 5:10 “우리가 …나타나리니(appear)” – 원어로
수동태(φανερωθῆναι) 인 것을 근거로 여러 학자들
은 “For we must all be revealed/made manifest”
로 이해.
–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은 어떤 사람의 섬김의 동
기와 essenKal character가 공개적으로 드러나는
(revealed) 자리.

그리스도의 심판석
– 고전 4:5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의 감추
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
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
을 받으리라.”
– 따라서 moKves (동기) will maNer.
– 고후 5:10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타나리니 이로써 각 사람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
든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 안에 이루어진 것
들을 받으리라.”

그리스도의 심판석
•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들은
– 회사 중역같은 분들?
– 자신이 어떤 일에 기꺼이 헌신하시는 분
• 사역은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일에 헌신하는 사람이 있
으면 가능해짐.
• VBS – 교사들; 원하는 아이들; arranger

– Team players = 겸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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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심판석
• 고후 5:10 “the things done in his body”
– τὰ διὰ τοῦ σώματος
– 직역: things through the body = 몸으로 행한 일들
– “나쁜 것” (bad) = good for nothing = 도덕적으로 나
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What is worthless
(unacceptable) or what is acceptable을 평가하는
자리.

그리스도의 심판석
• 결과
– 고전 3 – 불 (metaphorically pictures God’s holy
evaluaKon) 로 각자가 행한 일(work)의 양이 아니라
질(quality)를 테스트… 어떤 종류인지 (13절)
– 구원받은 사람들이 행한 일들(works)을 살펴보는 자
리. Inner character and moKvaKon.
– 고전 3장을 어떤 이들은 교사들(바울, 베드로, 아폴로
등)의 일에만 적용하기도 하지만, 실제는 교사들을 포
함한, 기초이신 예수님 위에 세우는 일에 참여한 모든
믿는이들에게 적용.

그리스도의 심판석
• 스스로에게 던져야할 질문
– 나는 구원이후 어떤 ‘일’을 주님을 위해 행했는가?
– 내 ‘일’은 나중에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이 ‘동
기’라면, 나는 이기적인 동기로, 스스로를 높이고자
행했는지 주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다.
– 우리의 ‘태도’와 ‘동기’가 우리의 일들을 금인지 나무
인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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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심판석
• Dwight Pentecost
– 금과 은과 보석은 하나님이 직접 창조하시고 땅에다 두신
것
– 나무(wood, not tree), 건초나 짚은 우리가 심고, 경작하
고, 만든 것들.
– “What we permit God to do in and through our lives is
the gold, silver, and precious stones….what we do for
our own power and glory – because it suits our will or
promotes our purpose – is the wood, hay, and stubble
(Prophecy for Today, 156-7).

그리스도의 심판석
• 어떤 목사를 예로 든다면
– 어떤 이들은 설교하거나 성경을 가르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잘함.
– 혹은 they like the inﬂuence, admiraKon, or
respect it brings them.
– 그런경우, 그가 아무리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더라도
“it will be swept away as wood, hay, and stubble.
It is not the preaching that will win a reward; it is
the mo1ve for doing it…

그리스도의 심판석
• Ask ourselves, “What is my reason for doing
this? Why am I involved in this ministry? What
is my moKve for wanKng this job? Is it to
saKsfy my ego or to bring glory to God?”
• God is not impressed by what we do; He’s
concerned about why we do it.
•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자해서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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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심판석
• 우리가 공장에서 행하는 것, 사무실에서, 집에서, 교
회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금과 은과 보석으로 여기실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자해서 한다면.
• 그분의 몸이 교회이니… 나의 이 헌신이 저 지체의 짐
을 덜어주는 것이어서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그것은 형제를, 예수님
의 지체를, 사랑해서 행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Remember, it is not what, but why…

심판의 기준
• 모든 믿는이들이 Full-Kme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
지 않았지만, 모두가 Full-Kme ChrisKan living 으
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 최소한 세가지 기준이 있는데…

심판의 기준
• 첫째, 종: 절제된 삶?(Servant: Was he
disciplined?)
• 이미지: 운동선수
• 고전 9:25
–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temperate=to keep one’s
emo+ons, impulses, or desires under control,
control oneself, abstain)
– 절제 = self-controlled + Spirit-contro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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