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교Sermon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
(The Church Living as 
a Disciple of the Lord)



눈먼 사람이 눈먼 사람을
인도하는 비유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는 비유



눈 속의 티와 들보의 비유



나무와 열매 비유



집 짓는 비유



그리스도인 – 3번

제자 - 269번



신약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관한 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 의한 책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위한 책



마 28:18-20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
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
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 날까지 항상 너
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Mt 28:18-20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Go therefore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teaching them to observe all that I 
have commanded you. And behold, I am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



레 11: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레 11:45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야 한다.

Lv 11:45 For I am the LORD who 
brought you up out of the land of 
Egypt to be your God. You shall 
therefore be holy, for I am holy."



벧전 1:15-16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
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
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
니다. 

1Pt 1:15-16 but as he who called you 
is holy, you also be holy in all your 
conduct, since it is written, "You shall 
be holy, for I am holy."



레 18:3 너희는 너희가 살던 이집트 땅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이제 내가 이끌고 갈
땅, 가나안의 풍속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
는 그들의 규례를 따라 살지 말아라.

Lv 18:3 You shall not do as they do in 
the land of Egypt, where you lived, and 
you shall not do as they do in the land 
of Canaan, to which I am bringing you. 
You shall not walk in their statutes.



레 18:4 그리고 너희는 내가 명한 법도를
따르고, 내가 세운 규례를 따라 살아라.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Lv 18:4 You shall follow my rules and 
keep my statutes and walk in them. I 
am the LORD your God.



겔 11:12 그 때에야 비로소 너희는, 내가 주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정하여 둔 율
례대로 생활하지 않았으며, 내가 정하여 준 규
례를 지키지 않고, 오히려 너희의 주위에 있는
이방 사람들의 규례를 따라 행동하였다.“

Ezk 11:12 and you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 For you have not walked in my 
statutes, nor obeyed my rules, but have 
acted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nations 
that are around you."



마 6:8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
라.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
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
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Mt 6:8 Do not be like them, for 
your Father knows what you need 
before you ask him.



롬 12:2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
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
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
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
십시오.

Rm 12:2 Do not be conformed to this 
world, but be transformed by the 
renewal of your mind, that by testing 
you may discern what is the will of God, 
what is good and acceptable and 
perfect.



존 스토트는 “제자도”

“지피지기(知彼知己)면 백전불태(百戰不殆)”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선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1. 다원주의



2. 물질주의



마 6:19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
을 땅에다가 쌓아 두지 말아라. 땅에
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
며,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간
다.

Mt 6:19 "Do not lay up for 
yourselves treasures on earth, 
where moth and rust destroy and 
where thieves break in and steal,



마 6:20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
을 하늘에 쌓아 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 가지도
못한다.

Mt 6:20 but lay up for y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where neither 
moth nor rust destroys and where 
thieves do not break in and steal.



빌 4:11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
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
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
다.

Php 4:11 Not that I am speaking of 
being in need, for I have learned in 
whatever situation I am to be 
content.



딤전 6:6-7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
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나갈 수 없습니다. 

1Tm 6:6-7 Now there is great gain in 
godliness with contentment, for we 
brought nothing into the world, and 
we cannot take anything out of the 
world.



3. 윤리적 상대주의



마 19:4-6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는 것과, 그리고 그가 말씀하
시기를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합하여서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신
것을, 너희는 아직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하나님이 짝지
어 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Mt 19:4-6 “Have you not read that he who created 
them from the beginning made them male and 
female, and said, 'Therefore a man shall leave his 
father and his mother and hold fast to his wife, 
and the two shall become one flesh'? So they are 
no longer two but one flesh. What therefore God 
has joined together, let not man separate."



모든 건, 당신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려 있지.
모든 건, 당신이 누구냐에 달려 있지.
모든 건, 당신이 무엇을 하고 싶으냐에 달려 있지.
모든 건,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달려 있지.
모든 건, 당신이 어떻게 자랐느냐에 달려 있지.
모든 건, 무엇이 갈채를 받느냐에 달려 있지.
오늘 옳았던 것이 내일은 틀리고,
프랑스에서 기쁨이었던 일이 영국에서는 슬픔이 되고,
모든 건, 보기에 따라 다르지.
호주든 멀리 떨어진 곳이든,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라야지.
구미에 맞기만 한다면
당신에게는 윤리가 있는 것이지.
하지만 충돌하는 유행이 있다면,
모든 건 상황에 따라 다르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



(눅 6:46, 새번역) 어찌하여 너희는 나더러 '
주님, 주님!' 하면서도, 내가 말하는 것은 행
하지 않느냐?

(Lk 6:46, ESV) "Why do you call me 'Lord, 
Lord,' and not do what I tell you?



요 14:21 내 계명을 받아서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Jn 14:21 Whoever has my 
commandments and keeps them, 
he it is who loves me.



4. 나르시시즘(Narcissim)



지나친 자기애

자아에 도취된 상태



인간 잠재력 회복운동
뉴에이지 운동

나는 내가 존재함을 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신적인 힘이 존재함을 안다, 
고로 그것이 존재한다.
나는 그 힘의 일부이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I am that I am)



딤후 3:2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
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감사할 줄 모르며, 불경스
러우며,

2Tm 3:2 For people will be lovers of 
self, lovers of money, proud, 
arrogant, abusive, disobedient to 
their parents, ungrateful, unho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