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2월 1일 주간 목장모임 교안
I. 환영 / 마음문 열기(WELCOME)
지난 주 설교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를 나누어봅시다. 혹은 예수님께 감사하기/예수님께 기대하기

II. 찬양을 통한 경배
찬송가 / 찬320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찬324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성은의 찬양 / 120장 “당신의 그 섬김이”, 270장 “주 발 앞에 무릎꿇고”

III. 목장 나눔 질문
제목: 공동체를 어떻게 섬겨야 할까?(2)
본문: 롬 12:11

1. 로마서 1-11장과 12-16장은 '이론편'과 '실천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는 이 두 본문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데, 특별히 복음을 경험하고 구원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
고 말씀하고 있습니까?(1절)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해설) 구원 이후의 삶은 명확하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헌신의 삶을 사
는 것이다.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들이 부지런진다. 왜 그런가? 복음을 경험하면, 당연히 살아야 할 이유가 명확해
지기 때문이다. 내적 동기가 분명해진다.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 깨달아진다.
2. 11절은 우리의 섬김의 태도 중 어떠한 것을 경계합니까? 왜 세 번씩이나 같은 표현을 반복했을까요? 이 바울
의 권면에 대해 로마의 성도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 어떻게 여기실
까요?(계 3:16)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계 3:16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해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한다. 로마서의 마지막 16장을 보면, 로마교회
성도들이야말로 그들의 믿음의 순종이 소문이 나 있고, 그들을 직접 칭찬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리고 어떤 서신서
보다 로마서의 문안인사가 길고 자세하다. 그만큼 가장 열심있고 부지런한 성도들이 로마교회의 성도들이었다. 그
런데 그런 로마교인들을 향해 세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한다. 사실 게으르지 말라, 열심히 해라, 부지런해라, 하는
이런 말들은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고 효과가 있는 말씀이다. 주마가편(走馬加鞭)이라고, 이미
달리고 있는 말,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에게, 더 격려와 기대가 향하는 법이지, 열심이 부족한 사람에게는 이

런 말을 잘 하지 않게 된다. 말을 하는 사람도 그것이 잔소리가 되어 도리어 역효과가 나게 될 걸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잔소리로가 아니라, 이 권면을 들을 수 있다는 자체에 대한 ‘감사와 자부심’으로 이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3. 본문 11절의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 본래 헬라어 원문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살전 5:19 참조)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섬기게 됩니까?(골 1:28-29; 벧전 4:1 참조).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살전 5:19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골 1:28-29, “28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29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
노라”
벧전 4:1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해설) “열심을 품고”라는 표현은 희랍어로 ‘토 프뉴마티 제온테스’라는 말인데, 희랍어로 “성령” 혹은 “영”이라
는 뜻을 가진 “프뉴마”와 “물이 끓다”라는 “제오”라는 희랍어 단어가 합쳐져서 이루어진 말이다. 그러니까 본래 어
원적인 면에서 이 단어는 매우 강한 말이다. “언제나 성령으로 끓고 있어라.” 그러므로 이 열심은 ‘성령’ 안에서 뜨
거워지는 것이다. 단지 내 생각이나 마음의 결단으로 인한 열심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끓어오르는
열심, 은혜의 증기로 가득한 열심과 부지런함이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식지 않는 지속적인 열심을
갖게 된다.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하게 되므로 이를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4. 11절 하반절은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누구라고 밝혀주고 있습니까? 우리의 섬김이 설혹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해설) 그러므로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은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이다. 우리의 ‘열심의 목표’이다. 열심의 목표가
잘못되면 열심이 빗나갈 수 있다. 잘못된 열심은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하다. 자기 감정에 치우쳐 열심을 내다가 오
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공동체를 깨는 경우가 있다. 우리의 열심과 섬김의 대상은 ‘주님’이시다.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를 위한 열심”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열심은 주를 위한 열심이고, 반드시 주님의 공동체를 건
강하게 세우는 열심이어야 한다. 그리고 설혹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는 주를 위한 열심과
봉사이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반드시 알아주신다. 그리고 기억하신다. 또한 마침내 그분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베
풀어주실 것이다.

IV. 목회적 돌봄과 나눔
중보기도하기
1.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우리의 관심과 몸을 드리게 하옵소서.
2. 수학능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과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진학과 취업의 문
을 열어주소서.
3. 목장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소서.
4. 교회 안의 환우들을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