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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리더들께, 

우리는 갈수록 극단화되어지는 세상 속에서 살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들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해,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개인들의 관점들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극단화는 우리가 가장 가치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다른 의견들을 반영하는 것이며, 

우리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살아가도록 요구받고 있습니다. 동시에, 중도 혹은 온건한 입장은 “약함의 

표시”로 인식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웨슬리안주의의 중도를 따르고 있는 교회에게는 분명히 

도전적인 부분이며, 우리는 우리가 추구하는 방식에 대한 바른 이해를 위해 의식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신학적인 유산은, 우리의 믿음과 행동과 사랑이 올바른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충만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격려합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올바른 마음을 위한 

웨슬리의 기준들로 우리의 삶들을 다시 살펴보기에 좋은 때입니다. 

 

1.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의 지혜와 능력과 자비와 진리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믿음을 따라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아가십니까? 

 

2. 여러분은 예수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발견되십니까? 

 

3. 여러분의 믿음은 사랑의 에너지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세계를 향한 사랑으로 

반영되고 있습니까? 

 

4. 여러분은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주의 뜻대로 되어지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까? 

 

5. 여러분의 마음은 여러분의 이웃을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원수들을 사랑하십니까? 

 

6.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보이고 있습니까?  

 

또한, 바른 마음은 충만한 마음이 되게 합니다. 이것이 온전 성결한 삶이며, 우리의 행동들에 대한 올바른 

동기들로 가득 채워진 마음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충만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하기 원하는 

마음으로부터 동기가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목표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속에서 그리스도의 



목회자들과 교회리더들께 드리는 중앙감독회 서신  

페이지 2 

2020 년 9 월 18 일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우리의 사명선언인 “열방 속에서 그리스도와 같은 

제자들을 만들기”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제자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이 세계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위한 주님의 고난이셨기에, 우리의 사역은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우리가 우리자신을 쏟아붓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경적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배고픈 자들을 먹이고,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며, 헐벗은 자들에게 옷을 입히고, 아픈 

자들을 돌보고, 갇힌 자들에게 찾아가고,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하고, 주님의 희년을 선포해야 

합니다. 웨슬리안 성결의 사람들로서, 우리의 동기들은 참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행동들을 가져오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부터 항상 나와야 합니다.  

 

나사렛교회의 첫번째 중앙감독이셨던 브리지 박사님은 종종 잘 알려진 어구를 인용하셨습니다. 

“본질적인 것들 안에서 연합, 비본질적인 것들 안에서 자유, 모든 것들 안에서 사랑.” 이 표현은 거룩한 

삶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어야 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이끄실 것이며, 우리로 거룩한 삶들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의 실천들은 우리를 극단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채우는 중도로 가게 할 것입니다. 이 중도는 갈수록 극단적으로 치닫는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반영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힘써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신들을 

발견하는 곳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같은 중도를 다시 되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중앙감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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