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회에 다니지 않는 이유
교회는 왜 이렇게 귀찮게 해요 행 장 절9. ?  [ 20 31 ~35 ]

교회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요?

귀찮게 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1. ?  
귀찮다 마음에 들지 아니하고 괴롭거나 성가시다 : ․ 
교회는 왜 자꾸 마음에 들지 않는 무언가를 합니까 나를 성가시게 합니까?  ?
귀찮게 해서 좋다는 것인가 나쁘다는 것인가 2. ? ?

귀찮은 것 나쁜 것  이런 통념을 깹시다= .․ 
교회가 귀찮게 하는 것인 온당한 것인가 부당한  일인가3. ? ?

신자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거나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담담하게 당당하게 마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정말 교인을 귀찮게 하는가?

교회에서 누가 귀찮게 하나1. ?
귀찮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귀찮게 합니까2. ? ?
누구를 귀찮게 하는가 특정한 사람인가 교인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가3. ? ? ?

질문의 의도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객관화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그래야 교회에 대한 오해도 벗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흔들리는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정확히 이야기 해 줍시다.

근원적인 물음을 우리 자신에게  던져봅시다.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1. ?
교회는 오직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이끌기 위해 존재한다 루이스. -C.S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흙으로 돌아갈 존재를 신에게로 돌아가는 존재로 만드는 것이다 

신자는 왜 교회에 출석하는가2. ?
이 세상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존재 되기 위해서1) 
인생의 마지막에 신에게로 돌아가는 존재 되기 위해서2)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3. ?
교회에는 녹슨 교인이 많은데 그것을 닦지 않고 있는 이는 더 많다 하브너. -․ 
․ 교회에는 거듭난 사람들 보다는 명목상 신앙 고백한 사람들이 더 많다.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올 것이고 그 때 성도들은 다 똑같은 대접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다 리차드 백스터. -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묻은 녹 을 매일 닦아내야 합니다‘ ’ . 
당신은 녹을 닦아내는 상태입니까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입니까? ?



교회는 왜 신자를 귀찮게 4. 해야 하는가 ?
교회에 간다고 저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수레가 차고로 간다고 저절로 자동차가 되지 않는 것처럼 빌리 선데이 -
교회에 들락거린다고 오래 믿었다고 저절로 닦아지지 않습니다, .
교회에서 진리를 주면 그 진리로 내가 닦아내야 합니다.

교회는 녹슨 신자들의 녹을 닦아주어야 합니다.
흙으로 돌아갈 존재를 하늘로 돌아가는 존재로 변화시키기 위해
거룩하고 신성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신자가 녹슨 상태라면 신자가 흙으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교회는 신자를 귀찮게 해야만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봅시다.

사도행전 장 절 읽어봅시다- 20 31~ 35 .
바울을 몇 년 동안 어떤 시절을 보냈습니까1) , ?

삼년( )동안 밤낮 ( ) 없이  눈물( )로 성도들의 녹을 닦아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귀찮게 하였습니까2) ?

은혜의 말씀( )을 통해 성도들을 든든히 세우고 ( ) 기업을 , 얻게 하려고( )
이 땅에서는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얻고 마지막 날에는 상속받아 누리게 하려고
바울을 어떻게 가르쳤습니까3) ?

돈( )을 탐하지 않고 모본 ( )을 보여주며 약한 ( 사람을 도우면서 가르쳤습니다) .

바울의 눈물 예수그리스도의 눈물 주의 종들의 눈물을 기억 하십시오, , .
그 눈물이 우리의 녹슨 영혼의 녹을 닦아냅니다.

현재 우리의 상태와 교회를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만나봅시다.

예배소서 장 절- 2 1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1) ?

허물( ) 과 죄 ( ) 로 죽었는데 방금 ( ) 살아난 존재입니다 .
년 전부터 믿었어도 년 전에 믿었어도 방금 죄와 허물에서 살아났습니다10 , 50 , .

우리는 매일 살아납니다 우리의 현재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바로 ‘부름 받은 사람 입니다’ .
요한복음 장 절- 17 15~17
예수님의 바램은 무엇입니까1) ?

하나님 이제 막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악에 빠지지  ( /  
않도록 보존해 주세요)
이제 막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되기 까지 이 땅에서 다시 악에 빠지지 , , 
않도록 보존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과 이제 막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의 일치점은 무엇입니까2) ?



세상에서 존재하지만 세상 ( 에 통제받지 않고) , 하늘( )에 속하여 삽니다.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3) ?

아버지의 말씀 즉 진리 ( )가 필요합니다 진리로 거룩해 지기 때문입니다. .
로마서 장 절- 7 18~ 2
바울의 간증을 통해 바울과 우리는 어떤 상태입니까1) ? 

여전히 나는 녹이 슬어있습니다 원하는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그렇게 때문에 우리는 매일 어쩌다( / ) 닦아야 합니다 .
바울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2) ?

․ 속( ) 사람과 겉( )사람이 원하는 것이 다르다.
자신의 힘으로는 ․ 죄( )의 법을 감당할 수 가 없다.
외부의 신령한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 사람이 필요하다.․ 

자신의 힘으로 하늘로 돌아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는 흙으로 죄와 악으로 사망으로 돌아가려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 .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려고 괴롭힙니다.
선한 싸움을 독려하고 격려합니다. 

우리는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하거나 감시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게 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눈물로 전할 뿐입니다.

당신에게는 하늘로 돌아가게 하는 인생의 막대기가 있습니까?
나를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붙어있는 죄와 악을 떨어뜨리기 위한
진리의 막대기가 있습니까?

 인생의 마지막에 하늘로 돌아갈 우리 서로의 녹을 닦아주며 기도합시다.
올해 제가 귀찮게 해도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