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예루살렘의 문들
2과
주의 회복 안에 현재의 필요를 봄 —
보호를 위한 벽이 아닌 들어가기 위한 문
읽을 말씀: 계 21:12-13, 18, 21, 25; 22:14; 창 17:5-6; 호 7:8
I.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는 벽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열두 문들이 있다는 것이다;
벽은 분별과 보호를 위한 것이며 문들은 교통과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계 21:12-13, 21: 1
A. 문이 없다면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다. 우리는 벽과 함께 문들이 필요하다.
B. 문은 열린 부분으로 벽을 절단한다. 우리는 벽을 건축해야 하지만 다른 면으로 우리는 벽을
열어줌으로 성으로 들어 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한다.
C.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런 벽도 없다. 그들은 너무 많이 열려 있다. 반면에 어떤 영적인
사람들은 벽에 어떤 열린 부분도 없으며 이것은 큰 문제다:
1. 우리는 어떤 성도들에게 어떤 때는 문들이 없는 강한 벽을 본다. 그 누구도 그들을 통하여
들어 갈 수 없다.
2. 더 영적일 수록 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데려 올 수 있어야 한다.
3. 어떤 이들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을 수 없는데 이것은 그들에게 통로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절단된 부분이 필요한데 이것은 다른이들에게 나아가 그들이 우리를 통하여 들어올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D. 우리에게는 벽이 필요하며 열두 문들이 필요하다. 사방으로 세개의 문들이 있어야한다.
1.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들이 우리에게 있으며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얻으며 교회
안으로 들어 올 수 있는가 자문해보아야 한다.
2. 어떤 지방 교회들은 문들이 없다. 그러므로 누구도 그 안으로 들어 갈 수 없다.
3. 어떤 이들이 구원을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를 원한다면, 그들이 영적인 사람들을
넘어서야 가능한 것 처럼 보인다. 그들은 거룩하며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야 비로소 들어 갈
수 있는 것같다.
E.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는 충분한 문들이 사방으로 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오더라도 그들에게 들어갈 입구가 있게 된다.
1. 모든 방향에서 그들이 어떤 곳으로 올지라도 들어 갈 수 있는 통로가 있어야 한다. 문들은
동쪽 끝의 극동을 향하여 있다. 아프리카와 남미의 남쪽에도 있다. 서쪽인 유럽에도 있다.
북쪽의 러시아에도 있다. 입구는 모든 방향에 있다.
2. 입구는 또한 모든 종류의 계층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있다. 그가 의사이거나 놀음꾼이라도
사방에는 열 두 문이 있어 사람들이 들어 올 수 있다.
II.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에는 분별하는 벽으로 거룩함과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분별에는 사람들이 우리를 접촉하여 들어 올 수 있는 충분한 입구가
있어야 한다:
A. 우리는 벽에 들어갈 수 있는 절단된 부분이 필요하다. 이것은 삼일 하나님이 사방에 세문으로

있는 것이다:
1. 사람들을 교회 안으로 데려오는 것은 더 많은 절단된 부분을 만들어 열려진 부분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손이 아닌 삼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러한 절단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성취된다.
2. 누가복음 15 장을 보면 아들이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데리고 오며,
성령께서는 어두운 마음에 부지런히 불을 비추신다. 아버지는 타락한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

3. 우리가 삼일 하나님이 우리를 절단시키심으로 통로를 만드시기를 원한다면 많은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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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를 통하여 교회 안으로 들어 올 수 있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통로와 문과 열려진 곳이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지나치게 영적이어서 우리가 분별되어 있고 영적이며 세상적이 아니라고 자랑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이와 같다면 우리가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어도 그들은 들어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너무도 틈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창 17:5-6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길, “ 이제부터 너의 이름을 더 이상 아브람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버지로 세웠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1. 아브라함은 높여진 아버지를 의미한다. 아브라함은 많은 이들의 아버지를 뜻한다. 2
2. 아브람은 높여진 아버지이지만 많은 이들의 아버지로 민족들의 아버지는 아니었다.
그러나 17:5 에 그의 이름은 바뀌었으며 높여진 아버지에서 많은 이들의 아버지가 되었다.
3.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의 실제이듯이,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의 존재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은 그를 많은 이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다.
4. 하나님의 영원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높여진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이들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높여진 한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며, 그분의 확산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얻는 것이다.
5. 하나님은 그분의 목적을 성취 하시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며 이것을 위하여 낳는
아버지들을 필요로 하신다. —고전. 4:15; 살전 2:11.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높여진 영성을 소유하길 희망한다. 그들이 이러한 영성을 더 찾을
수록 그들은 더 열매맺지 못하고 개인적이게 되며 씨를 산출 하지 못하다.
1. 하나님은 우리가 씨를 가지며 번성하기를 원하신다. 높은 영성을 갖기를 원치 않으신다.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이름이 바뀌어질 필요가 있다. 우리의 존재가 바뀌어야 한다.
2. 높여진 아버지는 많은 이들의 아버지가 되어야한다. 높여진 영적인 것을 추구 사람은 많은
열매를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3. 이것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자아를 끝냄을 요구한, 이러한 자아가 끝내어짐으로
높여진 사람이 아닌 많은 이들을 산출하는 이들이 됨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이가
되어야 한다.
우리는 엎드려서 자신을 낮추며 주님께 외쳐야한다. “나는 영성을 관심하지 않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며 교회의 도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3
1. 우리가 이와같이 한다면 문들이 열릴 것이다.
2. 우리의 영성이 절단 될 때 거기에 문이 있게 된다. 열려진 입구가 생기며 약한 죄인들이
들어 올 수 있게 된다.
우리는 벽을 건축해야한다. 그러나 우리는 입구가 없는 통으로 된 벽을 건축해서는 안된다.
1. 우리가 극단적으로 가는 것은 너무 쉽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에게 벽이 없는 경우도 있다.
2. 다른 면으로 입구가 없는 벽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아무도 접촉할 갈망이
없을 수 있다. 우리는 벽 안에 머물며 다른 이들과 단절 되는 것을 선호할 수 있다.
3. 그러므로 우리는 균형 잡힐 필요가 있다. 호 7:8 은 말한다. “뒤집지 않은 전병,” 즉 한 쪽은
타고 한쪽은 설익은 것이다. 우리는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져야 한다.
4. 우리는 벽을 건축해야한다. 그러나 거기에는 절단된 부분이 있어야한다. 자름으로 모든
방면에 들어갈 문들이 있어야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벽을 더 높이 건축해야한다.
그러나 벽을 건축한 이들은 절단된 부분을 만들므로 사람들이 들어 올 수 있게 해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