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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10:15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
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16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
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계획



목적

요 17:21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
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3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
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
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영적실체

엡 4:4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
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5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6하
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고전 12:12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
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13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



상태

엡 4: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을 힘써 지키라
빌 2:2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벧전 3:8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
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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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2:5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
도 예수의 마음이니 6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
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
지 아니하시고 7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
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
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교회의

거룩



교회의

거룩 진리 & 선



교회의 거룩 진리 & 선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딤전 6:20)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유 1:3)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요일 2:15)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요일 4:1)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전 5:9)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엡 5:11)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
나라”(살후 3:6)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
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요이 1:10)



이 집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딤전 3:15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고전 3: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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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목적 교회의 거룩, 성도의 회복

대상 드러난, 영향력 있는, 회개하지 않는 죄

과정 개인 → 증인 → 교회 → 분리 → 회복
(마 18:15-17; 갈 6:1)



교회의멤버십



외부인에서가족의일원으로



외부인에서가족의일원으로

특권 의무

양육
교제
보호
봉사
징계



누가누구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