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3월 구역예배 성경교안

퀸즈장로교회

무엇을 위한 교회인가?
로마서 1:13-17
오늘 본문은 바울을 통해 로마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 교회에 다시 강조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아닌 복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에는 복음이
실종되었습니다.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를 계발하라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르칩니다. 하나님 믿으면 잘 먹고 잘산다는 그릇된 번영신학을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행사나 프로그램, 재정이나 건물, 숫자들이 복음보다 더 중요시 여겨집니다. 하지만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복음은 좋은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 예수님이 사망을 이시기고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구원을 얻는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다.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히 함께 산다는 것은
놀라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굿 뉴스입니다. 교회는 이 복음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교회에 가장 중요한 복음을 본문을 통해 다시 생각해 봅시다.
1. 교회는 복음을 들어야 한다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롬 1:15) 교회가 다시
들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 그것은 복음입니다.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하면
엉뚱한 생각, 잘못된 것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항상 무엇인가에 눌려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들었다 하여도 계속 듣지 않으면 슬슬 다른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로마교회도 세워진지 꽤
오래 되어 스스로 복음에 익숙하다고 생각했지만 복음에서 조금씩 멀어져가는 모습을 로마서
전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42주년이 되었습니다. 복음에 대해 익숙하다고 자만할
수 있습니다. “저 설교는 내가 다 아는 거야”하며 설교를 제대로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42년이 되었지만 자만하지 말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복음을 듣고 또
들읍시다. 언제나 복음을 사모하는 자들이 됩시다.
2. 교회는 복음을 전해야 한다
교회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을 자랑해야 합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롬 1:16) 교회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는 복음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원이 만약 사람의 능력에 달렸다면 불안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복음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지식과 소식은 매우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식의 대부분은 우울한 소식뿐입니다. 절대적이지도
않습니다. 많은 경우 실망으로 끝납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 복된 생명의 소식이 더
빨리, 더 힘 있게 전해져야 세상이 삽니다.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기 위해 우리 교회 모두는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3. 교회는 복음을 살아야 한다
어느 교회에 부임하신 목사님이 첫 설교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다음
주일에도 서로 사랑하라는 똑같은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웅성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장로님들이 조심스럽게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부임이후 계속 똑같은 설교만 하고 계신데요...” 그러자 목사님은, “예,
저는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할 때까지 같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교회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롬 1:17)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타내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근본주의 교회가 아닙니다. 자유주의 교회도 아닙니다. 현재주의 교회도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개혁적 복음주의입니다. 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는
교회입니다. ➁ 예수의 유일성을 외치는 교회입니다. ➂ 성경의 권위를 확신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자기 스스로 존재하는 곳도 아니요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곳도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졌고, 복음을 증거 해야 하며, 복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 나눔의 시간 ○
1.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2. 우리가 복음을 언제나 계속 들어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며, 온 세상에 전해야만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4.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5.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그 특징들은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