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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기준
– To exercise self-control
• 육신의 영역 (physical realm of one’s body) – 음식, 잠, 운
동
• 영적인 영역 (spiritual/moral realm) – 딤후 2:5
– 적법하게. 규칙을 준수하는 것 – 고전 9:27

• 고전 9:18 – “…복음 안에 있는 나의 권리를 남용하지 아니
하는 것…”
– 정당성을 넘어서는 사랑
– 정당성을 넘어서는 용서와 긍휼
–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받을 보상을 이 세상에서 추구하지 않았음

• 롬 6:6

심판의 기준
– 갈 5:16
• 바울은 life of self-control 을 살기 위해 life of spiritcontrol을 추구했음. 성령님께 자신을 맡김. 육신이 십자가
에 못박힌 것으로 믿음.

– 갈 5:23
• Self-control 은 성령님의 열매.
• “Self-control and Spirit-control are not contradictory
but complementary.”

심판의 기준
• “Self-discipline harnesses the natural desires of the
ﬂesh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Spirit to bring
them into subjecQon to the will of God.” (Hoyt, 113).
• 야심 – 디오드레베 (요삼 9)
• 자아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사람 - 침례자요한 (요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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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기준
• 높아지기 원하는 자아, 드러나기 원하는 자아
– 사역자들 – 왜 나를 선교사로, 목회자로, 파송해주지 않는가? (자신을
질투한다는 생각들…) 왜 나를 부목사로 세워주지 않는가? 왜 나를 반
주자로, 지휘자로 세우지 않는가?
» 교회의 인정
» 권위를 배움
– 교회의 사건들에 대해 미리 말해주지 않아서…
– 광고시간에 자기만 그 때 알았다고…
– 어떤 회의에 자신이 빠졌다고…
– 자신이 모르는 채 어떤 결정이 내려졌다고…
– 모든 칭찬들… 사탄이 높이려는 마음 붙잡아 내리기

• 이 자아를 십자가에 못박혀 죽은 것으로 여기고… 성령님이 원하
시는 선택하기… Spirit-controlled…above Self-controlled

심판의 기준 2
• 심판의 기준 2: 청지기의 삶
– 마 20:1-16
– 사람의 보상은 ‘섬긴 기간’에 따르지 않고, but
according to his ﬁdelity to the opportunity which
is given him.
– Equal compensaQon for unequal opportunity, not
for unequal work.
– Being a faithful steward of the opportunity which
has been entrusted to a believer is a Biblical
standard for the believer’s reward.

심판의 기준 2
• 달란트의 비유 (마 25:14-30)
– “Olivet discourse has reference to the tribulaQon
saints” (Hoyt, 117). Cf. 마 25:31
– 달란트의 비유와 열처녀의 비유 모두 예수님이 그들
과 육체로 함께 계시지 않은 동안, 주의 종들의 책임
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Hoyt, 117).
– 하지만 시대를 꿰뚫으며 존재하는 ‘원칙’을 발견해야
한다 à Reward is based on faithful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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