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8.28. 새은혜강단 

밭에 감추인 보화(마태복음13:44)
  할렐루야! 우리의 삶속에서 입으로 나오는 고백이 중요합니다. 저는 생활 속에서 입으로 
자연스럽게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꾸만 안 되는 쪽으로 생각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어두운 생각, 안 된다는 말, 어두운 표정을 지으면서 부정
적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죽겠다, 미치겠다. 열 받는다. 짜증난다. 인상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대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은 그렇게 천박한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렇게 심각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나요? 저의 인생의 소박한 좌우명은 “하나님
께 멋지게 쓰임받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지도 못하고, 육신적인 자기문제만 
골몰하고, 마귀의 심부름만 하다 간다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창41:38절에 요셉은 불신자 바로 왕이 보기에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자로 보았습니다. 
단6:20(26)절에 불신자 다리오 왕이 평상시 다니엘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
았고, 전국에 편지하기를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라고 선포할 정도
로 선한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봅니다. 
  오늘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는 말씀을 통해서 새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1. 밭에 감추인 보화
  => 보화(보석, 보물) ==== 복음(예수 그리스도), 밭 === 내가 있는 곳
  ⑴ 값비싼 (참)보화
    ① 근본문제  ② 불신자상태  ③ 요일3:8, 롬8:2, 요14:6, 요1:12 
  ⑵ 감추인 (참)보화
  * 밭의 주인은 자신의 밭에 보화가 있는 줄도 모르고, 헐값에 팔았습니다. 바울도 처음
에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고, 교회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다메섹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부터 그의 인생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에게 발견된 참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알고 전
하게 되었습니다.(골2:3, 고후4:7-9, 빌3:8)  
  ⑶ 발견된 (참)보화(계기-만남, 문제, 사건)
  * 남의 밭에서 일을 하는 소작인이 일을 하다가 밭에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였습니다. 너
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그 보화를 그대로 숨겨두고, 집에 돌아가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재
산, 돈이 될 만한 것들은 다 팔아서 이 밭을 통째로 삽니다. 그런데 밭의 주인은 자기 밭
에 보화가 있는 줄을 전혀 모르고 그저 헐값에 팔았습니다. 
  ⑷ 나의 (참)보화(영접)
  * 이 소작인은 나의 보화가 되었으니 얼마나 기뻐하였을까요? 소유권도 이전을 하고 난
후에 밭의 보화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고 잠이 오지도 않을 정도로 설렜을 것입니다. 우리
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알고 영접한 후에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⑸ 자랑하는 (참)보화(증인, 전도자)
  * 그래서 나의 보화 되신 예수님을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
니다. 인간의 근본문제, 불신자상태에서 가운데 구원받은 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2. 또 다른 보화를 찾아서
  * 예전에 네 잎 클로바를 찾으며 세 잎 클로바를 마구 밝고 다니며 기뻐했던 때가 있었
습니다. 네 잎 클로바의 꽃말은 행운이고, 세 잎 클로바의 꽃말은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멀리 있는 행운을 찾기 위해 가까이 있는 행복을 다 밟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복음 안에 감추어진 보화, 행복, 가치들을 모
르고, 예수 밖에 또 다른 행운을 찾아다니는 공허한 모습은 아닌지 찾아보아야겠습니다.  
  ⑴ 또 다른 보화
    ① 참 복음가진 우리 새 은혜 교회, 오직 참 보화이신 예수님만을 강조하는 우리 교회 
오직 전도, 선교, 후대를 키우는 우리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② 우리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나, 보화)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를 알아야합
니다.
    ③ 우리교회 안에 있는 렘넌트(자녀, 보화)들의 얼마나 귀한지를 알아야합니다.   
    ④ 우리교회 안에 있는 제자(대학, 청년, 보화)들이 교회, 현장 살릴 젊은이들입니다.
    ⑤ 우리교회 안에 새로 오신 새 가족들이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저는 이 분들이 
보화들입니다. 마13:44절, “기뻐하며”라는 단어를 주목해봅니다. 저도 굉장히 기쁘고 감사
합니다.
  ⑵ 예상치 못한 보화
    ① 의심하는 자(마28:17),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
라”
  그런데 이런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세계복음화를 부탁을 합니다. 특별히 의심이 많았던 
제자 도마는 훗날에 중국, 인도, 한국, 동남아시아를 돌면서 선교하였던 것을 역사는 기록
을 하고 있습니다.
    ② 핍박하는 자(행8:1-3, 행9:1), 바울은 스데반의 죽음에 앞장섰던 사람이고, 교회를 
잔멸하는데 심지어 집안에 숨어있는 사람들을 끌어내어 감옥에 가두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던 바울
이 예수 만난 후 시대를 살리는 전도자로 변화되어진 것을 봅니다. 
    ③ 무너진 자(몬1:10-12), 빌레몬의 집에서 물건을 훔쳐 감옥에 들어온 도둑놈 오네시
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 복음을 받고서 바울의 심복이 되었고, 한 교회에 목사가 된 것
을 봅니다.  

결론> 금주의 미션
  ⑴ 원석을 찾아서
  ⑵ 보석을 만들고
  ⑶ 237, 5000 종족 살릴 준비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