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2) : 서머나교회
요한계시록 2:8-11
서머나에 언제 누구에 의해 복음이 전해졌는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임명받고 사역을 했던 폴리캅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선교를 하면서 서머나를 방문하
여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서머나 교회는 바울의 전도로 세워졌을 것입니다.
풀리캅의 순교에 대해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면 살려 주겠다는 제안을 받
고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지금에 와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단 한 번이라도
부인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 라고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하시는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8)
그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이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시며 교회를 심판하시는 분
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
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생을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실상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9)
그 당시 서머나 교회에는 환난과 궁핍이 있었습니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의 비방도 있었습니
다. 신앙으로 인해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로인해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데 실상은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은 결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요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도 세상적으로 부요한 자가 아니라 영적으로 부요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신앙을 위해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받는 교회를 향해 무엇을 권면하셨습니까?
첫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10a) 그들은 주를 위한 고난을 영광으로 여기고 순교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축복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랑들
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10b) 그들이 죽도록 충성할 것을 원하셨습니다. 이는 충성에 대
한 정도와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만큼 충성해야 합니까? 죽을 만큼입니다. 언제까지 충성
해야 합니까? 죽을 때까지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고 생명의 면류
관을 씌워주십니다. 그것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회를 통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성도들입니까? 그것은 죽도
록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성도입니다. 믿음과 헌신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때로는 힘들고 불편하고 지쳤다고 헌신의 자리를 떠나고 있습
니다. 그러나 그 자리를 지키셔야 합니다. 특히 내가 떠나면 그 자리에 헌신할 사람이 없다면 하나
님은 그 자리에 남아 충성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고난이나 시험이나 비방을 받을 지라고
끝까지 인내하며 이겨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죽기까지 충성
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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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정 교회는 하나님의 잃은 양을 찾아
구원하여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
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공동체다

1. Welcome(환영하기) - 서로를 환영하고 축복하는 시간
➣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칭찬하는 대화를 나누세요.

2. Worship(찬양과 경배) - 성령의 감동으로 나아가는 시간
➣ 찬송 :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일어나 걸어라,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3. Word(말씀) -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는 시간
이번 주에 개인이나 가정이나 직장에 감사한 사람이나 감사한 일이 있으면 나누어 주세요.

서머나 감독이었던 폴리캅의 “지난 86년 동안 예수님은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결같은 사랑을 내게 베풀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지금에 와서 예
수님을 모른다고 단 한 번이라도 부인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라는 고백을 읽고 어떤 생각을 하
게 됩니까?

주님은 서머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죽도록 충성하라’ 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충성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이며(이유, 환경, 상황), 자신이 죽도록 충성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나누어
주세요.

2019년에 교회와 성도들을 섬길 봉사자를 모집하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봉사 신청을 위해 기도
하고 신청해 주셨으면 합니다(찬양 : 호산나찬양대, 코람데오/밀알 찬양단, 주일학교 교사)

4. Work(사역) - 교회와 가정교회를 섬기는 시간
§

영적인 돌봄(Pray-기도, Pizza-음식, Phone -관심)을 위해....

§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가정교회를 위해....

§

2018년의 결산과 2019년의 예산과 계획을 위해 .....

5. Witness(증거) -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누는 시간
§

123 기도운동 : 1(하루에), 2(2분간), 3(3번) 기도하기 -- 교회와 전도를 위해

§

교회의 전도와 성장을 위해....

§

목장을 통한 VIP 전도를 위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