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생활을 위하여
다음세대를 일으킴
메시지 1
주의 회복의 장래를 위해
어린이와 학생들을 위한 일의 중요성
읽을 말씀: 계 22:12, 20, 눅 18:16-17, 딤후 3:15, 2:2.
I. 우리 모두는 우리가 어떠한 시대에 있는지, 하나님의 현재의 계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한 우리가 어떠한 흐름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계 22:12, 20,
참)마 24:37-39, 딤후 3:1-3.
II. 우리는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일을 계속할 수 없다. 과거에 우리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봉사를 무시하고 일반적인 봉사를 높게 여겼었다. — 눅 18:16-17.
A. “여러분의 눈이 열여야 합니다. 외적으로 너무 바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청년들,
중학생들과 고등학생들에게 일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또한 매주 최소한 일만 명의
어린이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받을 때까지 일해야 합니다. 지금 여섯 살 또는 일곱 살
어린이가 십 년이면 고등학생들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것을 기꺼이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 금등대의 궁극적인 의미, 55 페이지, 영문판
B. 어린이들을 소홀히 하는 가정은 없다. 가정의 최고 우선권이 어린이들에게 있으므로
그들을 기르고, 가르친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 안에서 많은 어린이들을 섬겨야
한다. ㅡ 딤후 3:15, 1:5.
C. 모든 어린이들에게 반드시 어린이 봉사가 있어야 한다. 만약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봉사
한다면, 육 칠년 후에는 그들 모두가 학생들이 될 것이다.
D. 동역자들은 반드시 교회가 어린이 봉사를 위한 부담을 받도록 인도해야 하며 교회는 이
봉사를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
III.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학생들의 소중함과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들의
중요함을 보여주시도록 해야 한다. — 참)단 1:2, 4:2, 딤후 2:2, 딤전 4:12.
A. 사람이 무엇을 행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갖는 것이다. — 고후 6:11, 골 3:23:
1. 만약 여러분이 이 일을 하기 원하면 여러분은 반드시 청소년들을 좋아해야 하며,
그들을 돌보아야 하고, 그들의 일을 관심해야 한다. 이것이 청소년 봉사를 위한
최소한의 자본으로 여겨져야 한다. — 마 19:14.
2. 만약 여러분에게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들에 대한 마음도 없이. 청소년
봉사를 거리낌 없이 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소용없는 것이다. — 13 절
3. 어떤 형제자매들은 그들의 선호에 의해 그 일을 한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청소년 봉사를 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해야 한다. — 왕상 4:29
B. 우리가 어떤 일의 중요성과 가치를 본다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것에 마음이 있게 될
것이다. — 딤후 2:2, 참)살전 3:8.
IV. 교회의 미래는 청소년들에게 달려 있다. — 딤후 2:2, 참)신 1:38.
A. 만약 우리가 성경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면 우리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과 크고 중요한 일을 하시기 위해 나이든 사람을 부르신 것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1. 우리는 실재적으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위해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거나 시대를
전환하기 위해 선택 받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 삼상 3:1, 4,
단 1:4, 8, 마 4:18-20.
2. 하나님에 부르심 받은 젊은이들이 하는 최근의 일들은 모두 시대를 전환하는
일들이며, 모든 크고 중요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젊은이들을
부르셨다. — 삼상 3:1, 4.
B. 주님의 손에 유용하게 되고, 주님의 왕국을 전파하며, 그리고 주님의 일의 확산을 위한
책임이 젊은이들의 어깨 위에 있다는 것을 의심할 여지가 없다. — 참)행 2:14-41.
C. 만일 주님께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오 년, 십 년, 십오 년 혹 이십 년을 지연하시고
그분이 무언가를 성취하기 원하신다면, 그 위임은 젊은이들에게 지워질 것이다. —
마 24:14, 28:19-20, 딤후 2:2, 4:5.
1. 의심할 바 없이 오늘날의 “곡식들은 푸르고”, 교회는 황폐하고, 이기는 이들을 찾기
어려운 이 시대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주님이 그렇게 빨리 오실 수 없다는
것이다. — 딤전 4:1-5, 딤후 3:1-13.
2. 그러므로, 이 같은 상황을 보면서, 우리는 주님이 이 땅 위에서 원하시는 무언가를
성취하시기 까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있어야 한다고 믿는다. — 벧후 3:9.
3. 지금부터 20 년이 지난 후에도 주님께 유용하게 될 사람들은 지금 20 대이거나
그보다 더 젊은이들 일 것이다. — 딤후 3:14-15, 17.
a.오늘날 합당한 영적인 도움을 받아 구원받은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있어야 하고,
그들이 체험을 하고 장래 주님에 의해 사용되어야 한다. — 2:2.
b. 만일 오늘날 젊은이들이 주님께 얻어지는 젊은이들이 없다면, 우리가 떠난 후에
우리를 이어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고, 거기에 커다란 간격이 있게 될 것이다.
— 신 1:37-38
4. 만약 젊은 형제자매들이 주님께 의해 일으켜지고 또 우리가 그들이 실수하는 것을
제한하는 대신 그들에게 절대적으로 긍정적인 인도를 주도록 보존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실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오늘 그들은 주님의 손에
유용하게 될 것이다
D. 일의 장래와 미래의 유용함은 의심할 바 없이 젊은이들에게 있다. 일의 장래에 대한
조망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중점을 젊은이들에게 두어야 한다. — 신 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