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2010 주간 메시지 

성시: 시편 24:1-10 

본문: 에베소서 4:1-16 

제목: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는가? 사도 바울은 부르심에 

대하여 증거했다: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 

첫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하여 예정하신 이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롬 8:29-30) 

 

   그렇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의롭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와 같은 영광스러운 위치에 

이른 것이다. 주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제는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닌 첫태생이 되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태어나신 유일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보혈을 

통하여 세상 죄를 제거하셔서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과 딸들이 되게 하신 

것이다.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된 사람들에게 간절하게 권면하고 있다. 유언적인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는 

것이다. 부르심에 대하여 “vocation(직업)”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면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이 세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의 몸 안과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스도의 몸인 지역 교회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온 지구 상에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다. 

 

      이 세상 나라 안에서의 직업은 크게 세 가지 목적을 

위하여 학교에서 공부하여 선택한다. 이 모든 직업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한 것들이며 세상도 

정욕도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했다(요일 

2:16-17). 사도 베드로도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사람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며, 풀은 마르고 꽃은 져도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고 증거했다 (벧전 1:24-25).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다. 다시 말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인 것이다. 말라서 썩어질 육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대로 행하는 사람들인 것이다. 세상에서 정욕을 위하여 

학교에서 배우고 지식 얻는 것처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영원한 진리의 지식을 얻어서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세상에서도 배운만큼 더 나은 직업이 

보장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진리의 지식을 깨닫는 

만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통하여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은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신다 (7 절). 그분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전도자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와 교사로 주신 것이다 (11 절). 크게 다섯 가지 

영적 직분을 주신 것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에 

헌신하는 만큼 이 직분들이 주어지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세상에서의 직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배우지 못한 어부들도 사도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헌신하는 만큼 직분이 주어지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이 다섯가지 직분에 대하여 두 가지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셨다. 달란트 비유 (마 25:14-30)와 므나 비유 

(눅 19:12-27)인 것이다. 다섯 달란트와 다섯 므나를 받은 

사람은 사도에 해당되는 은사를 받은 셈인 것이다. 그런데, 

이 두가지 비유 가운데 공통점이 있다면 한 달란트와 한 므나 

받은 사람이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 두거나 수건에 

싸두었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았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누구나 다 부르심에 합당한 직분이 

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서 할 일이 있다는 

것이다. 이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땅 속에 묻어두거나 

수건에 싸서 보관하는 사람과 같은 것이다.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고 아무런 사역에도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은 젖만 먹는 사람들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그 때로 보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들이 되었어야 할 터인데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원리들이 무엇인지를  

누군가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니, 젖이 필요한 

사람들이지 단단한 음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되지 

못하는도다. 젖을 사용하는 자는 누구나 의의 말씀에 

능숙하지 못하나니, 이는 그가 이기이기 때문이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사람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기초를 떠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야 하리니, 죽은 행실들에서 회개함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과 안수함과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리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히 

5:12-6:2)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교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한 므나와 

한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고 있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책망을 받게 되는 것이다. 최소한 자녀들에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다. 조만간 주님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것이다.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계 22:12) 

사도로서 다섯 므나를 받았던 요한은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계 22:20)라고 응답했다. 이제 

때가 다 찼다. 의의 옷으로 신부단장을 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와 므나를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영광은 

현재의 고난과 감히 비교활 수 없는 것이다 (딤후 2:12, 롬 

8:18). 하나님의 나라에서 직업이 없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백수보다도 더 비참한 것이다. 영원한 백수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일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았는가? 또한 

그것을 합당하게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거듭나지 못하고 

아직도 종교인으로서 세상에 속한 삶을 살고 있는가? 

회개하고 돌이키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자! 할렐루야! 



2-7-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24:1-10 

Main scripture: Ephesians 4:1-16 

Subject: Let us walk worthy of the vocation called! 

 

    Are you called by God? Apostle Paul testified of his 

calling:  “
29

For whom he did foreknow, he also did predestinate 

to be conf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that he might be the 

firstborn among many brethren.  
30

Moreover whom he did 

predestinate, them he also called: and whom he called, them he 

also justified: and whom he justified, them he also glorified. 

“(Rom. 8:29-30) 

 

     Yes! They that are called by God not only are righteous through 

the blood of the Lord Jesus Christ, but also are in the glorious 

position of his brethren. Lord Jesus has become the first-born 

instead of the only begotten Son of God to save the sinners. In 

other word, Christ only born of the Spirit took away the sin of the 

world, and has given his Spirit unto all that believe in him to make 

them the sons and daughters. 

 

     Apostle Paul is writing an epistle from the prison to encourage 

them that become righteous and glorious. Actually he made final 

message before he went home. He used the word “vocation” to 

explain the calling. In other word, they that are born of the Spirit to 

become the brethren of Christ as well as the children of God 

already have jobs in the kingdom of God. The only kingdom of 

God in the current world are within the body of the born again 

Christians as well as in the local church of God that is the body of 

Christ. But when Christ comes to the earth, the earth shall be the 

kingdom of God physically. 

 

     The vocations in the world are pursued for the three major 

purposes through the education in schools. All the worldly jobs are 

for the lust of the flesh,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pride of life; 

and the world passes away, and the  lust thereof, testified by the 

Apostle John (1John 2:16-17) Apostle Peter also testified: 

 “ 
24

For all flesh is as grass, and all the glory of man as the 

flower of grass. The grass withereth, and the flower thereof 

falleth away: 
25

But the word of the Lord endureth for ever. 

And this is the word which by the gospel is preached unto 

you.”(1Pet. 1:24-25) 

 

     They that are born of the Spirit are regenerated by the word of 

the gospel. In other word, they have already received the life 

eternal through the word of God. They are not living for the 

corrupting flesh, but walking worthy of their calling for eternity. 

As the worldly people come unto the knowledge for their lust in 

school, we have to prepare the eternity through the knowledge of 

the truth in the words of God that is eternal. As the jobs are 

secured as much as they are educated in the world, we could have 

greater vocation even in the kingdom of God as much we 

understand the will of God through the knowledge of the truth 

using the gifts given by the Holy Ghost. 

 

     Unto every one of us is given grace according to the measure of 

the gift of Christ (v7). He gave some apostles, and some, prophets; 

and some, evangelists; and some, pastors and teachers (v11). There 

are five different spiritual vocations. These vocations are given 

according to the measure of our dedication to the kingdom of God. 

Worldly jobs are nothing to do with the vocations in the kingdom 

of God at all. Even ignorant fishermen could be the apostles in the 

kingdom of God. Regardless of being rich or poor or noble or not; 

and of man or woman or young or old, the vocation in the kingdom 

of God is given according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and 

walking therein. 

 

     Lord Jesus explained the five vocations through the parables of 

talent and Mina (pound) (Matt. 25:14-30, Luke 19:12-27).  The 

man given five talents and five Minas (pounds) may be called as 

apostle. The common thing in the two parables is that the man 

given a talent and a Mina (a pound) is rebuked by the Lord Jesus as 

a wicked servant, for he kept it in the ground or the napkin. 

 

     Everyone in the kingdom o God has his own vocation worthy of 

the calling that is in the church of God. Any one that is not 

dedicating his vocation is the same one that keeps the talent or 

Mina (pound) in the ground or napkin; he only attends the Sunday 

service not participating in any church ministry at all. Apostle Paul 

called such kind of people in the church as babies drinking only 

milk: 

 

 “
12

For when for the time ye ought to be teachers, ye have need 

that one teach you again which be the first principles of the 

oracles of God; and are become such as have need of milk, and 

not of strong meat.  
13

For every one that useth milk is unskilful 

in the word of righteousness: for he is a babe.  
14

But strong 

meat belongeth to them that are of full age, even those who by 

reason of use have their senses exercised to discern both good 

and evil.
1
Therefore leaving the principles of the doctrine of 

Christ, let us go on unto perfection; not laying again the 

foundation of repentance from dead works, and of faith toward 

God, 
2
Of the doctrine of baptisms, and of laying on of hands, 

and of resurrection of the dead, and of eternal judgment.”(Heb. 

5:12-6:2) 

 

     Anyone that is born of the Spirit can do the ministry as a 

teacher. Not doing this ministry, he shall be called as a lazy and 

wicked servant by the Lord for not using a talent or a Mina (a 

pound). Even not in the church, but at home he could teach his 

children. Sooner or later, Lord Jesus shall appear in the air. Jesus 

spoke to Apostle John clearly, “
12

Behold, I come quickly; and 

my reward is with me, to give every man according as his work 

shall be.”(Rev 22:12) 

Apostle John who received the five Minas (Pounds) answered him, 

“Amen. Even so, come, Lord Jesus.”(Rev 22:2) 

 

     Time is almost up; we are to prepare to be in the eternal 

kingdom of God wearing the robe of righteousness using the 

talents and Minas (pounds). The glory of reigning with Christ is 

not worthy to be compared with the sufferings of the present time 

(2Tim 2:12, Rom. 8:18). Being unemployed in the kingdom of 

God is much more miserable that being jobless in the world; for it 

is being unemployment forever. Unto what kind of vocation are 

you called by God? And how are you walking worthy of the 

vocation? Or are you still living as a religious man not being born 

again still belong to the world? Then, repent, and receive the 

forgiveness of sin to participate in the blessing of God! 

Halleluj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