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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업과 통치
• “Another aspect of the believer’s reward in
the eternal state is that he will share in
Christ’s rule and reign during the future
millennial kingdom.” (Hoyt, 158).
• 신학자들은 이들을 Partakers 라 부름.
•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통과하여 보상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will have “rulership in the
millennium.”

유업과 통치
• 마 19:28
• 다시 나게 하는 때?
– In the regeneration (=παλιγγενεσία, 팔리게네시아)
– state of being renewed, w. focus on a cosmic
experience [ “παλιγγενεσία,” BDAG, 752.)
– 마 24:29-30
–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실 때
– 이 때 이스라엘 뿐 아니라
신약성도들(그리스도심판석 잘통과한) 중 많은
사람들이 그분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

유업과 통치
– 불공평하게 느끼지 마십시오. 졸업식에서
낙제학생과 우수생이 똑같은 대접을 받는다면
그게 불공평한겁니다. 금줄? Tassel?
– 그래서, 딤후 2:12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우리가 그분을
부인하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시리라.”
– 마 5:3 “영이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요.”
– 마 5:5 “온유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상속받을 것이기 때문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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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업과 통치
– 계 5:10 –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 계 20:4,6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그들이…제사장이 되어 천 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 엡 5:5 “…음행을 일삼는 자나..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
유업도 받지 못하느니라.”
– 마 25:23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심판의 기준 2
• 예수님은 재물 (goods=타 후팔콘타=things that
are at one’s disposal – 시간, 돈 등)을 종들에게
개인의 능력 (ability)에 따라 맡기셨음.
• 처음 두 종은 자기 재물을 두배로 불렸음.
마지막 종은 그 재물을 활용하지 않고
숨겨두었음.
• 달란트는 하나님이 각 개인에게 맡기신 것들을
가리킴. 각자는 어느날… must give an account
to his Master of his stewardship. 이 세상에서
신실했던 사람들은 다가올 세상에서 더 큰
책임을 맡게 될 것.

심판의 기준 2
• 계 22:14 – “…문들을 지나 도시로 들어가”는
사람들 (Joseph Dillow, Final Destiny)
– 마 5:3, 5, 8, 9, 10, 12…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 sons vs sons indeed. (Dillow)

– 빌 3:10-11

• “This parable, therefore, teaches that where
there are unequal abilities and differing
capacities yet equal faithfulness, there will be
reward.” (Hoyt, 119).
• 눅 12:48
• 고전 14:40; 살후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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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의 기준 2
• 아주 유능한 젊은청년...
• 어떤 신학교졸업생…
• 3. 므나의 비유 (눅 19:11-27)
– 므나 – a Greek coin which was used as currency.
“므나는 100 드라크마…or 3개월치 봉급정도” (Hoyt,
119n10; Constable, Lk. 19:13).
– “Where there is equal capability and opportunity but
unequal faithfulness the reward will be varied.”

심판의 기준 2
• 달란트의 비유는 a parable showing a variety of gifts;
므나의 비유는 a parable stressing equal opportunity
during the Lord’s absence.
• The former (Matt. 25) teaches that where there is
unequal ability but equal faithfulness, the reward will
be the same; and the latter (Lk. 19) teaches that where
there is equal ability but unequal faithfulness the
reward will be graded.” (Hoyt, 120-1).
• 포도원비유: “the principle that unequal opportunity
combined with equal faithfulness brings equal reward.”

심판의 기준 3
• 3. 봉사/섬김: Will It Abide?
• 고전 3.
– 불은 metaphocially 하나님의 거룩한/공정한
평가를 상징.
– 모든 사람의 일의 ‘질’(quality)를 살필 것임.
“어떤 종류인지” (13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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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tional Inheritance
•
•
•
•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Total Mobilization
Deacon Caring Ministry
Judgment Seat of Chr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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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빼고 말할 때, 어려운
상황이다
– 모두가 현 상황을 보고 깨어 기도할 때이다
– (1) 하나님 말씀에 명하신 것이 있다 (Biblical)
– (2) 하나님 말씀에 금하신 것이 있다 (Unbiblical)
– (3) 하나님이 말씀 안하신 것이 있다 (Extrabiblical)
• Extra-biblical things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교회별로
다른 모습을 갖게 되나, 서로를 정죄해선 안된다.
• 제사장왕국, 만인제사장 즉 만인사역자들로서 다른
영혼들을 얻는데 Focus 를 두어야 한다.
• 이것이 없을 때, 관심이 내부를 향하게 될 때,
하나님은 자중지란을 허락하신다… 하나님
교회이지만 없어지기도 한다.

– 우리의 눈이 바깥을 향해서, 성경대로 행하되 (1
& 2), (3)에 매여서 유대인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되지 말기를 소원하자.
– God’s sovereignty & Man’s responsibility: 우리가
그렇게 우리 일을 행하고 성령님을 따를 때, “온
백성에게 호감을 얻으니 주께서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날마다 교회에 더하시니라”
– 지식은 교만하게 하나 (적용없는 머리지식)
사랑은 호감을 주게 되니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부흥하는 교회로 이끄시길
기도합시다.

깔때기의 긴 목 부분은 아이가 어린 시절의 양육을 나타냅니다.
깔때기의 입이 넓어지는 것은 아이의 성장, 성숙, 그리고 점차 많아지는
자유를 나타냅니다.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책임감있는 행동을 하는 그
만큼 더 많은 자유를 얻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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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의 심판석
• 이들이 어떤 동기로 교회의 사역을 하고자 했는지
그 날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드러내실 것임.
•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아이들/자매들을/형제들을
사랑해서 힘든 몸을 이끌고 기꺼이 헌신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 어떤 분들은 자신의 세상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어떠함을 교회 안에서라도 인정받고 싶어서 일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 어떤 분들은 자신의 야망을 교회 안에서 펼치고자
했던 것이 드러날 것이고
• 어떤 분들은 아무도 모르지만, 목사님을 돕고자하는
순수한 마음에서… 조용히 신실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음이 드러나게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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