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시지 2 

오늘날의 방주인 단체적인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을 받음  

성경: 행 2:40, 고전 12:12, 빌 2:12-13, 15-16, 히 11:7, 벧전 3:20-21 

I.  오늘날 땅에는 오직 두 가지, 곧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세대와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인 

교회만 있다 — 행 2:40, 빌 2:15, 고전 1:2, 12:12, 27. 

A. 오늘날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인 교회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누구든지 비뚤어진 세대 

안에 있다 — 행 2:40, 8:1. 

1. 그리스도 안의 믿는 이가 교회 안에 건축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세대 안에 있다 — 엡 4:15-17. 

2. 어떤 믿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 안에 있지 않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증거 안에 

있지 않은 것이다. 그보다 그러한 믿는 이는 악한 이 시대의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세대 

안에 있다 — 갈 1:4, 계 1:11, 20, 22:16. 

B. 온 세상은 세상의 믿지 않는 방면과 믿는 방면과 함께 하나님께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나님은 오늘날의 조류에 맞서 싸우시기 위하여 그분의 회복 안에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신실한 추구자들을 사용하고 계신다 — 히 11:7, 벧후 2:5, 창 6:9, 7:1. 

C.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인 교회는 오늘날의 악한 세대에 대항하는 증거이다 — 빌 1:1, 

2:15-16, 4:15, 계 2:13. 

1. 교회는 예수님의 증거로서 비뚤어지고 악하고 어그러진 세대에 맞서 싸운다 — 행 

2:32-33, 7:51-60. 

2. 예수님의 증거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으로서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현 

세대에 대항해 서 있다 — 행 2:32-33. 

II. 만일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오늘날의 ‘노아의 

가족’이 되어 우리를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출하고 다가오는 하나님의 왕국 시대 

안으로 안내할 방주인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건축해야 한다 — 창 6:8—8:3, 고전 12:12, 빌 

2:12-13, 벧전 3:20-21. 

A. 노아가 건조한 방주는 하나님의 선민의 구원이신 그리스도의 예표이다. 오늘날 우리가 

건조하는 방주는 오늘날의 비뚤어지고 어그러지고 악한 세대로부터 우리의 구원인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교회이다 — 벧전 3:20-21, 고전 12:12, 27. 

B. 교회 생활은 현 시대를 종결하고 하나님의 왕국을 이끌어 오기 위한 오늘날의 방주이다 — 

고전 1:2, 12:12, 27, 살전 1:1, 9-10. 

1. 주님은 방주를 건조하고 시대의 조류에 대항해 증언하는 ‘노아의 가족’을 갈망하신다. 

그것은 그분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시대를 종결하시고 왕국 시대를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이다 — 히 11:7, 계 11:15. 

a.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에서뿐 아니라 비뚤어지고 어그러지고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았다 — 창 6:8—8:3. 

b. 노아가 건축하고 지키고 누렸던 구원은 다만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비뚤어지고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아 새로운 시대 안으로 들어가는 

구원이었다 — 창 6:2-3, 8, 11-14, 7:1. 



2.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것은 방주이신 단체적인 그리스도이며 이 

방주는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돌봄 아래 있는 이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 고전 

12:12, 14:26, 빌 2:12-13. 

C. 빌립보서 2 장 12 절에 있는 구원은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하는 

구원이다. 이 구원은 교회, 곧 우리가 건축하고 있는 오늘날의 방주이신 단체적인 

그리스도이다 — 고전 1:2, 12:12, 엡 2:21-22. 

1. 합당한 교회 생활을 갖는 것은 다만 하나의 터 위에 서있는 것만이 아니라 악한 

현시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새로운 시대 안으로 이끌기 위해 방주를 

건조하는 것이다 — 엡 4:3, 16. 

2.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건축하신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그분의 내적인 

운행에 협력함으로 건축된 구원이 필요하다 — 빌 2:12-13. 

D. 하나님은 우리가 오늘날의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곳인 교회 곧 방주를 

원하신다 — 행 2:40-47. 

1. 하나님은 – 이 방주를 통해 –비뚤어진 세대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우리를 안내함으로써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기 원하신다 — 마 6:33, 

13:43, 눅 12:32, 계 11:15. 

2. 하나님은 우리가 방주 안에, 곧 합당한 교회 생활 안에 있는가의 여부를 관심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체적인 그리스도의 일부, 곧 예수님의 증거의 일부가 되기를 

원하신다 — 고전 12:12, 계 1:2, 9, 11, 20, 22:16. 

E. 우리는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할 뿐 아니라 단체적인 그리스도인 교회, 곧 

오늘날의 방주를 건축해야 한다. 이러한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비뚤어지고 

어그러진 세대에서 구원받는다 — 행 8:35, 고전 12:12. 

1. 사도들은 개인적인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동안 그들은 단체적인 그리스도, 곧 방주를 

건축하고 있었으며 그 방주 안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누렸다 — 행 8:1, 

4-5, 35, 13:1, 14:23. 

2. 우리는 동일한 것을 행하기 위해, 즉 복음을 전파하고 방주를 건조하는 것, 즉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건축하는 것에 신실해야 한다 — 살전 1:1, 8, 고전 

12:12, 14:4-5, 12, 26. 

F. 이 방주가 건조될 때, 주 예수님은 돌아오실 것이다 — 계 19:7, 22:7, 12, 20. 

1. 주님이 아직 오지 않으시는 이유는 그분이 여전히 방주가 건조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다 — 마 16:18, 27. 

2. 주님의 회복 안의 교회의 증거가 성숙될 때 주 예수님은 돌아오실 것이다 — 계 19:7, 

22:7, 12,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