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앞면에서 계속 >  그러므로 참으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이단에 
계속 있을 수 없고 오히려 그것이 불편하여  바른 가르침을 향해 나
아간다. 이처럼 참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점점 더 진리의 빛을 향
해 나아가게 되어 있다. 그냥 정체된 것은 항상 문제다. 그것은 자신
이 참으로 복음을 믿지 않든지 아니면 믿어도 영적으로 병들었기 때
문이다. 그런 상태에서 참된 성도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그 
잘못에 대해서 참으로 회개하면서 점점 더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향
해 나아가야 한다. 이단에 속한 것이 큰 잘못임을 인정하고 그곳으로
부터 나와야 하듯이 아주 천박한 가르침에 그저 머물러 있는 것이 
죄악임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드러내 주신 바른 말씀의 가르침을 향
해 나아가야 한다. 그러므로 진리의 빛을 향해 나아가지 않는 사람들
은 지금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많다. 아직도 20만 이상이 ‘하
나님의 교회’에 그리고 ‘14만 이상’이 신천지에 속해 있고 많은 사람
이 다락방 등 이단에 속해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우리가 가진 심각한 
문제를 잘 드러내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단에 속
한 사람은 이단의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빨리 돌이켜야 한다. 그리
고 참된 교회들은 이단에 속해 있는 많은 사람이 그 집단에서 빨리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한다. 
   그러므로 한동안 이단에 속해 있었다고 해서 구원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참 신자라면 그런 이단으로부터 나와 정통교회에 
속하고,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십자가를 믿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더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도
록 해야 한다. 그리고 정통 교회에 속한 성도들도 항상 빛 되신 주님
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글쓴 이 / 이승구(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직신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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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ORMED FAITH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생명의 주인은 누구인가?(시 139:13-16)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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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시 139:13-16))

   표지설명 / 인간(人間) 생명(生命)의 주인은 누구인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시 139:13-16)

                            성경상식(13) 

          이단 교회도 구원이 있는가?

     명확히 말해 ‘이단 교회’라는  
  말 자체가 있을 수 없다. 이단은  
  성경적 의미의 교회가 아니기 때  
  문이다. 그들도 모여 기도, 찬송,  
  설교가 있다. 그러나 이단은 교  
  회가 아니다. 비(非) 가시적 교회

는 ‘선택 받은 자들의 총수(總數)’를 뜻하고 그들은 반드시 가시적 
교회로 드러나야 하는데 (1)성경적 복음의 바른 선포 (2)성례의 신
실한 시행 (3)성도의 치리(治理, discipline)를 행함으로 나타나는 교회
의 표지(標識)가 있는 공동체여야 한다.
   그런데 이단 집단은 성경적 복음을 바르게 선포하지 않고 그 
내용을 왜곡해 전하므로 교회가 아니다. 또 성경적 성례인 세례와 
성찬을 신실하게 시행하지 않고 일부나 전체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왜곡하여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게 하기에 교회가 아니며 하나님
의 말씀을 따라 성도들이 살아가도록 잘 못 된 성도들을 치리하지 
않기에 참 교회가 아니다. 이런 이단 단체에는 구원이 없다. 
   따라서 이단 모임에 계속 출석 그 안에 있으면 구원이 없다. 
참 성도는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향해 나아오게 되어 있다. 그러
나 그 이단에서 나와 바른 신앙을 고백하면 그가 구원받지 못했다
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 즉 이단의 미혹으로 그들의 성경공부를 
하다가 정통교회에 돌아왔을 때 성경대로 올바른 신앙고백을 한다
면 구원 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가지면 안 된다. 이단
에 있다가 정통교회로 나온 분들은 아주 잘한 것이고 오히려 그것
이 ‘구원에 이르는 참 신앙’(saving faith)임을 보여 주는 것이다.
   물론 정통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 구원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구원은 오직 구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대속의 형벌 받으심이 나를 위한 것임을 믿는 자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십자가에서의 대속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너무 감사해서 
점점 더 성경적 진리를 배워 나가는데 자신을 드리게 되어 있고 
그런 성경적 진리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  < 뒷면에 계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