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스도의 대사들 서울교회                                  2021년 11월 28일 (주일) 삶

어떻게� 좋은� 인생을� 살� 것인가
(마� 25:14-30)�

 

기초(히� 6:1-2):� 죽은� 행실을� 회개함,� 하나님에� 대한� 믿음,� 침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

(시 90:10) 우리의 인생살이가 기껏해야 칠십 년이고, 혹여 건강하게 살아도 팔십 년인데, 그마저도 온
갖 수고와 슬픔뿐이요, 금세 지나가니 마치 쏜살같이 재빠르게 날아갑니다.

(12절)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은 것인지를 헤아릴 수 있게 하셔서, 우리로 지혜로운 마음을 
얻을 수 있게 해주소서

(고후 5:9-10)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 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
라 받으려 함이라

(계 20:12)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
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1. 인생의� 고비마다� 비전을� 새롭게� 하라(19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14절): 70/수익률 = 배가
(19절)“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새”(TIME, 생명-인생, 영생, 증인/대사)
유년기(13), 청소년(10대), 청년(대학, 군대, 취업, 결혼), 장년(30-40), 후반전(소명의 진화)

2.� 달란트를� 찾아� 계발하라:� “당신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입니다”(You� Are� God’s� Best):� Unique!

       1, 2, 5 달란트(금은의 무게: 26-36KG, 노동자 15년 임금, 약 5억): “자본금”(5, 10, 25억)
       [도스또옙스키] 1849년 12월 22일 28세(2분 인사, 2분 회상, 1분 자연), 그 후 30년

3.� 장사하라(16-18절)

이윤을 남긴 것으로 주인의 평가를 받는다: “영업 실적”(분기별, 연도별, 국정 평가, 일생, 제자들)
       [예] 붕어빵, 직장, 영업사원, 자영업, 창업, 투자, 주식, 비트코인, NFT): “1인 기업가 마인드”

4.� 칭찬받은� 종의� 삶(20-23절,� 21=23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
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 눅 16:10-12 작은/큰 일, 세속 재물/참된 것, 남의 것/네 것

5.� 그대로� 돌려드린� 종이� 받은� 심판(24-30절,� 28,� 30절)

       주인을 오해하여 두려워서 시간을 낭비한 죄(기회 비용)
       주인에게 무익한 “악하고 게으른 종”(26절)

[인생의� 수레바퀴,� 포트폴리오� 인생]� :� 믿음,� 가족,� 공동체(교회),� 일

① 건강/치유
② 돈/부/재정
③ 가족(관계)
④ 친구(관계)
⑤ 재미/취미/놀이/자유시간
⑥ 일/직업/커리어
⑦ 개인/꿈/소유
⑧ 영성/교회/봉사/기부: 하나님의 나라에 기여, 세상에 좋은 선물이 되는 유산



 우리는 서울의 모든 동과 대학에
사도행전 2장의 교회를 개척한다

서울교회� 현장예배� 안내드립니다

구분 현장예배 온라인 실시간 예배

일시

12/12 부터

주일 오후 2시

김진호 목사

11/21, 12/5 

주일 오전 9시, 11시 

김진호 목사

장소,

채널

서울교회 예배당

(서초동)

 • 용인교회 홈페이지(afcc.kr) 

 • 유튜브(그리스도의대사들교회) 

※ 서울교회 현장예배 : 12/12(주일)부터는 매주일 오후 2시 서초동

에서 현장예배를 드립니다. (김진호 목사님이 설교하십니다.) 

※ 12월 첫 주(12/5) 현장예배는 없습니다. 

※ 11/21~12/5(주일)까지 3주간 용인교회 주일 1,2부 설교를 

김진호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 청년부는 매주일 오전 11시에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 유튜브 채널 : 그리스도의대사들 서울교회 청년부

- 현재 서울교회 청년부 현장예배는 없으며, 매월 마지막 주일은 

  그리스도의대사들교회 채널의 김진호 목사님 주일예배(오전 9시)

  로 대체됩니다. (문의 : 지효선 자매 ncomer21@naver.com)

목회자� 컨퍼런스
• 일시 : 12/6(월) 9:30~17:00 / 강사 : 김진호 최순애 목사 외

• 장소 : 그리스도의 대사들 용인교회 5층 예배당

• 주제 : 새 사람을 입으라 (Put on The New Self) 

• 대상 : 목회자, JMA 졸업생 및 재학생, JMA 내년도 지원자

• 현장 참가신청 : 12/1(수)까지 용인교회 홈페이지 배너 클릭

※ 온라인 실시간 채널 : 그리스도의 대사들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올해� 선교보고� 일정
• 일시 및 장소 : 해당 날짜 금요일 저녁 8시 (용인교회)

첫번째 11/26(금) 교정 사역 / 이집트

두번째 12/3(금) 고아원 사역 / 태국

세번째 12/10(금) 탈북 사역 / C국

네번째 12/17(금) 군 사역 / 일본

※ 온라인 실시간 채널 : 그리스도의 대사들교회 홈페이지, 유튜브

온라인� 헌금� 계좌
• 은행명: 신한은행  • 예금주: 그리스도의대사들교회

• 계좌번호: 100-032-660001 

• 입금자명: 이름+헌금종류 (예: 김사랑십일조, 김사랑선교 등)

   - 이름만 입금하시면 감사헌금으로 기재됩니다. 

※ 재정부 문의 : afcseoul153@gmail.com (김웅열 집사)

LTG� 성경읽기

일 월 화 수 목 금 토

28 29 30 1 2 3 4

주일예배 욥기 1-21장 (1회)

5 6 7 8 9 10 11

주일예배 전도서, 아가 (1회)

12 13 14 15 16 17 18

주일예배 이사야 1-33장 (1회)

19 20 21 22 23 24 25

주일예배 이사야 34-66장 (1회)

26 27 28 29 30 31

주일예배 예레미야 1-30장 (1회)

2022년� 예수선교사관학교� 18기� 신입생� 모집
•모집과정 및 지원자격(PC+모바일 모두 수강 가능) 

구분
정규 목요반
(1년 과정)

온라인 수료반
(1학기 수료과정)
-1년에 2번 실행-

온라인 졸업반
(1년 과정)

모집대상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로(믿음의 말씀으로)

훈련받기 원하시는 분

수업시간 9:30~16:30 온라인 인터넷 수강

수업장소 AFC용인교회) 홈페이지 ejma.co.kr

접수기간 2021/12/16(목)~2022/1/26(수)

지원방법
홈페이지(ejma.co.kr) 입학안내 ➡입학지원 게시판에서

입학지원서 다운로드 후 작성 및 제출

입학전형
정규반

서류전형으로만 선발(입학시험 없음)
온라인반

※ 온라인반

1) 1학기 수료과정 : 새로운 피조물의 핵심과목 수강, 

   과제와 시험 대신 코칭모임을 통한 지속적 영적 습관을 형성

2) 2학기 졸업과정 : 1학기 수강 이후 실제적인 과목을 통해 삶 가운데 열매 

맺는 과정 

* 수료과정 이후 2학기 과목 & 추가 과목들은 단과 형식으로 수강이 가능 

합니다 

※ 입학문의 : 031-8005-8482(예수선교사관학교 교무처 김진영 목사)

신간도서� “신약교회를� 찾아서”

예수님의 교회에 무언가 더 있는지 궁금하다면, 여기에 

오십 년 이상 찾아온 진정한 신약 공동체를 가장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한 한 사람의 솔직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자 : 웨인 제이콥슨 지음 , 김자연 옮김 

 금액 : 16,000원 (믿음의말씀사)

12월호� QT� 교재

말씀의 실재
한글 1,500원

말씀의 실재
영어 3,000원

(초등부) 
믿음의길잡이

2,500원

(유치부)
믿음의씨앗

3,000원

※ 구입처 : 믿음의 말씀사(http://faithbook.kr, 031-8005-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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