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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ive types of persons Pastors need

■ 오늘의 본문말씀 : 디모데전서 3:1-7
Today’s main verses are 1 Timothy 3:1-7.

『1 Timothy 3:1-7』 1 This is a true saying, If a man desire the office of a bishop, he desireth a good work. 2 A bishop
then must be blameless, the husband of one wife, vigilant, sober, of good behaviour, given to hospitality, apt to teach; 3
Not given to wine, no striker, not greedy of filthy lucre; but patient, not a brawler, not covetous; 4 One that ruleth well
his own house, having his children in subjection with all gravity; 5 (For if a man know not how to rule his own house,
how shall he take care of the church of God?) 6 Not a novice, lest being lifted up with pride he fall into the condemnation
of the devil. 7 Moreover he must have a good report of them which are without; lest he fall into reproach and the snare
of the devil.
『디모데전서 3:1-7』 1 남자가 감독의 직무를 사모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는 이 말은 참된 말이로다. 2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 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3 자기를 술에 내주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아니하며 오직 인내하며 말다툼하지 아니하며 탐욕을 부리지 아니하며 4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5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못하면어찌하나님의교회를돌볼수있으리요?) 6 초신자는아니되나니이것은그가교만으로높아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7 또한 그는 반드시 밖에 있는 자들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리니 이것은 그가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지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1 Introduction서론
As most of you know, I was elected as Senior Pastor of IIBC 3 months ago.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세 달 전에 IIBC의 시니어 목사로 선출되었습니다.

Until that time I had never thought of becoming a pastor to be honest with you.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때 까지 저는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There have been a couple of reasons I didn’t want to be a pastor although I have taught the Bible since
25 years ago. 비록 저는 25년 전부터 성경을 가르쳐왔지만 목사가 되기를 원치 않았던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Firstly, it was due to my grandfather. 첫 번째로는, 제 할아버지 때문이었습니다.
My paternal grandfather was a pastor. 저의 친할아버지는 목사이셨습니다.
He received his Doctor of Theology (Th. D.) degree from a Baptist Seminary in LA, USA in 1940. 할아

버지는 1940년에 미국 LA에 있는 침례신학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으셨습니다.
His doctorship was the first one in the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in Korean academic history. 그

박사학위는 한국 교육계에서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 첫 번째 학위였습니다.
He had planted many local churches here in Korea and continued to preach theWord of God as a pastor

until he passed away in 1976. 할아버지는 한국에서 여러 지역교회를 세우셨고, 1976년에 돌아가실 때 까지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셨습니다.

However, I could not respect or honour him, 하지만, 저는 그 분을 존경할 수 없었는데,
because he did not take care of his own household. 그분께서 자신의 집안을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

니다.
In other words, he did not follow the Word of God even though he was a pastor. 다른 말로 하면, 그분께

서는 비록 목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으셨습니다.
Let’s go to 1 Timothy 5:8. 디모데전서 5:8절을 보겠습니다.
『1 Timothy 5:8』 8 But if any provide not for his own, and specially for those of his own house, he hath denied the

faith, and is worse than an infidel.
『디모데전서 5:8』 8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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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ving seen my grandfather’s hypocritical behaviour, when I was young, the word ‘pastor’ got to be an
allergen to me unconsciously. 할아버지의 위선적인 행동을 보면서, 제가 어릴 때에는, “목사” 라는 단어가
제게는 알지못하는 사이 알러지와 같이 피하고 싶은 것이 되었습니다.

Another reason I didn’t want to be a pastor was that I already knew that much responsibilities and
sacrifices are required for pastorship. 제가 목사가 되고싶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목사에게는 많은 책임과
희생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Scriptures say that the end of pastors’ conversation should be considered by saints in Hebrews 13:7, 성
경기록, 히브리서 13:7절에서 목사의 행실의 결말은 성도들에 의해 깊이 생각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and also that pastors should watch for every soul, as they that must give account in Hebrews 13:17. 또한
히브리서 13:17절에서 목사는 마치 자기가 회계보고할 자인 것 처럼 모든 영혼을 위해 깨어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As such, pastorship is not easy to perform. 그와 같이, 목사의 직분의 행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By the way, more than 90 percent of big problems in local churches are caused by pastors. 그런데, 지역

교회들의 큰 문제들 가운데 90%는 목사에 의해 일어납니다.
So I never wanted to be a pastor. I just wanted easy going. 그래서 저는 결코 목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쉽게 살고 싶었습니다.
However, the situation of IIBCmademe Senior Pastor on the contrary of mywish. 하지만, IIBC의 상황이

저의 바램과는 반대로 저를 시니어 목사로 만들었습니다.
Anyway at this time I really want to domy job as a pastor so that IIBCwould be a local church acceptable

unto God. 어쨌든 지금 저는 목사로서의 일을 잘 해서 IIBC가 하나님께 밭아들여지는 지역교회가 되기를 정말
바라고 있습니다.

Now I will therefore speak to you the message entitled “Five types of persons pastors need” in order for
all local churches including IIBC to be acceptable unto God. 이제 IIBC를 포함한 모든 지역교회들이 하나님께
받으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목사에게 필요한 다섯 가지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 Let’s pray. ***
Heavenly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good fellow Christians to worship you together this
morning. I really want this IIBC would be a healthy part of the body of our Lord Jesus Christ. And also
pray that all members of IIBC would grow in grace and in the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ur Jesus
Christ. In His name I pray. Amen.

2 A wife아내
Firstly, a pastor needs a wife. 첫 번째로, 목사는 아내가 필요합니다.

The most important person for a man who desires the office of a bishop that is a pastor, is his own wife.
감독 즉 목사의 직분을 바라는 남자에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그의 아내입니다.

Let’s read 1 Timothy 3:2. 디모데전서 3:2절을 보겠습니다.
『1 Timothy 3:2』 2 A bishop then must be blameless, the husband of one wife, vigilant, sober, of good behaviour,

given to hospitality, apt to teach;
『디모데전서 3:2』 2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 받을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으며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으며
If a man desire the office of a pastor, he should bemarried to a woman above all. 한 남자가 목사의 직분을

바란다면, 그는 무엇보다 한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합니다.
This means that a pastor must be a MAN married to ONE woman; 그 말은 목사는 한 여자와 결혼한

남자여야 한다는 뜻입니다;
and a man who divorced and remarried can not be a pastor. 그리고 이혼하였거나 재혼한 남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However, many men married only once are not one-woman men. 그러나, 단 한 번 결혼했지만 한 여자의

남자가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It is not enough merely to stay married. 단지 결혼한 상태에 머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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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stor with a bad marriage is as disqualified from ministry as an adulterer or a deserter. 간음하는
자와 같이 나쁜 결혼생활을 하는 목사는 사역할 자격이 없습니다.

If a man does not love his wife as Christ loves the church, then he should not be a pastor. 어떤 남자가
자신의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듯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는 목사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A pastor’s genuine, pure, and spiritually edifying love for his wife is the backdrop of all of his ministry.
목사의 진실하고 순수하며 영적으로 세워주는 아내에 대한 사랑은 모든 사역의 배경이 됩니다.

Additionally, 1 Timothy 3:2 we’ve just read, means that a woman can NOT be a pastor. 또한 디모데전서
3:2절에서 방금 읽은 것처럼,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As you know, woman pastors are emerging so much recently.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여자 목사들이
급격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However, the Bible clearly tells us that a woman can NOT be a pastor.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여자는
목사가 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Let’s read 1 Corinthians 14:34 and 1 Timothy 2:12. 고린도전서 14:34절과 디모덴전서 2:12절을 읽겠습니다.
『1 Corinthians 14:34』 34 Let your women keep silence in the churches: for it is not permitted unto them to speak;

but they are commanded to be under obedience, as also saith the law.
『고린도전서 14:34』 34 너희의여자들은교회들안에서잠잠할지니말하는것이그들에게허락되지아니하

였고 또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느니라.
『1 Timothy 2:12』 12 But I suffer not a woman to teach, nor to usurp authority over the man, but to be in silence.
『디모데전서 2:12』 12 오직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다만 조용할지니라.
Women are very valuable in the work of God and they have always had a great place inmissionarywork,

여자는 하나님의 일에 있어 매우 소중하며, 사역의 일에 있어 언제나 큰 역할을 합니다.
but the Bible plainly teaches that there are restrictions upon the woman’s ministry. 그러나 성경은 여자의

사역에는 제한이 있다고 쉬운 말로 가르칩니다.
There are restrictions for men, too. 남자들에게도 제한이 있습니다.
Not all men, for example, can be pastors or deacons, because God has specific standards for these offices.

예를 들면, 모든 남자가 목사나 집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에는 특별한 기준을 두셨기 때문
입니다.

Likewise, God has certain restrictions on the woman’s ministry.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여자의 사역에 일정
한 제한을 두시고 계십니다.

However, some assert that a woman can be a pastor because there were some prophetesses in the Old
Testament and the New Testament such as Miriam (Exodus 15:20), Deborah (Judges 4:4), Huldah (2Kings
22:14), Anna (Luke 2:36), daughters of Philip the evangelist (Acts 21:8,9), and certain women at Corinthian
church (1Corinthians 11:5).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구약와 신약에 여자 대언자들이 있다는 이유로 여자도
목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미리암, 드보라, 헐다, 안나, 선교자인 빌립의 딸들, 고린도교회의 어떤 여인들을
예로 듭니다.

It is true that these were the prophetesses who delivered God’s direct revelations BEFORE the whole
Bible was given. 온전한 성경이 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전했던 여대언자들이 있었음은
사실입니다.

However, in this age AFTER the whole Bible was given, no men or women are allowed to prophecy the
Word of God directly. 하지만, 전 성경이 주어진 이후인 이 시대에는, 어떤 남자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대언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습니다.

3 Children아이들
Secondly a pastor needs his children. 둘째로, 목사는 자신의 아이들이 필요합니다.

Let’s read 1 Timothy 3:4 & 5. 디모데전서 3:4,5절을 보겠습니다.
『1 Timothy 3:4-5』 4 One that ruleth well his own house, having his children in subjection with all gravity; 5 (For

if a man know not how to rule his own house, how shall he take care of the church of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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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모데전서 3:4-5』 4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5

(남자가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으리요?)
According to today’s main verses which are 1 Timothy 3:1-7, there are 16 categories of prerequisites to

be a pastor. 오늘의 성경말씀인 디모데전서 3:1-7에 따르면, 목사가 되려면 갖추어야 할 16가지의 자격조건이
있습니다.

Among them, objective qualifications are only two. 그들 중에,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조건은 단지 두
가지입니다.

One is ‘a wife’, 하나는 한 아내이며,
and the other is ‘children.’ 또 하나는 아이들입니다.
After I became a Bible-believer around 25 years ago, I have seen many Bible believing fundamental

churches where young brothers who had no kids were ordained as pastor. 제가 약 25년 전 성경신자가 된
후, 저는 아이가 없는 젊은 형제가 목사로 임명되는 성경을 믿는 근본교회를 많이 보아왔습니다.

I’m afraid that is not biblical. 그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Further, I don’t think that the ordination would always be possible even if a candidate for pastor has his

children. 더우기, 목사가 아이들이 있다는 것 만으로 임명이 언제나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Let’s read 1 Timothy 3:4 once again. 디모데전서 3: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 Timothy 3:4』 4 One that ruleth well his own house, having his children in subjection with all gravity;
『디모데전서 3:4』 4 자기 집을 잘 다스려서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Honestly we can not assess any newborn babies or infants or toddlers or even young children whether

they are subject to their parents or not. 솔직히 말해서, 갓 태어난 아이나, 유아나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아이는
그들이 부모에게 복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평가할 수 없습니다.

In Korea we have a newly coined word that is “second year of junior high sickness.”(중2병) 한국에는 중
2병이라는 신조어가 있습니다.

It means self-conscience stage in puberty. 사춘기 시절 자신의 의식하는 단계를 뜻합니다.
In other words, most children can behave in a way characteristic of teenagers going through puberty,

especially by being overly self-conscious, even though they have been raised in a Christian family. 다시 말하
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다고 할 지라도 사춘기를 지나면서 자기자신의 과도히 의식하는,
십대들의 특별한 행동을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Speaking personally, a candidate for a pastor must have a child who has overcome the “second year of
junior high sickness.”(중2병)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면, 목사 후보자는 중2병을 극복한 적이 있는 아이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owever, some might say to me like this: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Wait! Preacher! Your mentioning does not sound merciful! 설교자님 잠깐만요! 말씀이 너무 과하신 것

아닙니까!
If a brother who desires the office of a pastor, but has no kid due to his wife’s congenital disability, then

isn’t he able to be a pastor? 목사의 직분을 바라는 형제가, 아내의 불임때문에 아이가 없다면, 목사가 될 수
없습니까?”

I’m afraid I don’t think he can be a pastor. 불행하게도 그는 목사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A biblical text is to be understood literally or interpreted according to the ‘plain meaning’ if we have

the belief in ‘verbal or plenary inspiration of Scripture.’ (성경의 축자영감설) 우리가 성경의 축자영감설을
믿는다면, 성경글자는 평범한 의미를 따라서 문자 그대로 이해되고 해석되어야 합니다.

If a brother who desires the office of a pastor, but is unable to bear a child, he can adopt children. 만일
어떤 형제가 목사의 직분을 바라는데, 아이를 가질 수 없다면, 아이를 입양할 수 있습니다.

As you know, it used to be said that South Korea’s biggest export was babies.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최대
수출품은 아기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Still we have many orphans here in Korea. 아직도 한국에는 많은 고아들이 있습니다.
So adopting children is recommended to all saints including a brother who wants to be a pastor but is

not able to get babies, 목사가 되고 싶지만 아기를 가질 수 없는 형제를 포함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아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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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specially thinking about the fact that we could be sons of God by His adopting us as Romans 8:15 says:

특별히 로마서 8:15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으심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Romans 8:15』 15 For ye have not received the spirit of bondage again to fear; but ye have received the Spirit of
adoption, whereby we cry, Abba, Father.
『로마서 8:15』 15 너희는다시두려움에이르는속박의영을받지아니하고양자삼으시는영을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4 Mentors조언자
Thirdly a pastor needs his mentors. 셋째, 목사는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Let me ask you a question.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Which do you think pastors prefer, mouth or ears? 목사님들은 입, 귀,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Most pastors seem to survive without ears,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귀 없이도 살 수 있지만,
but they could not live without mouth. 입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I suppose most pastors’ mouth might be more developed than their ears, because speaking is their main

job. 대부분의 목사님의 입은 귀 보다 더 잘 발달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말하는 것이 그의 주된 일이기 때문
입니다.

So a pastor need his mentors, or experienced and trusted advisers, in order that he may not offend in
word. 그래서 목사가 말에서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경험있는, 믿을만한 조언자가 필요합니다.

Let’s read James 3:1,2.
『James 3:1-2』 1 My brethren, be not many masters, knowing that we shall receive the greater condemnation. 2 For

in many things we offend all. If any man offend not in word, the same is a perfect man, and able also to bridle the whole
body.
『야고보서 3:1-2』 1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너희가

아느니라. 2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Some pastors say that the Bible is fully sufficient for them to live a good pastoral life. 어떤 목사님들은
좋은 목회자의 삶을 사는데 성경으로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I honour their opinion. 저는 그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It is true that Christ Jesus or apostles or ancestors of faith in the Bible must be mentors for pastors. 예수

그리스도나 사도들, 성경에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목사님들의 멘토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옳은 말입니다.
However, pastors also need to listen to saints in 2,000 years of church history. 하지만, 목사님들도 2,000

년 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있는 성인들에게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Furthermore, pastors’ family members, church members, and contemporary fellow christians who ob-

tained a good report, all they can be good mentors for pastors. (Hebrews 11:2, 39) 더우기, 목사의 가족들,
교회 교인들, 좋은 평판을 가진 동료 크리스챤들, 그들은 모두 목사의 좋은 멘토가 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2, 39절)

As for me, by the grace of God I have hadmanymentors since I became a Bible believer. 제가 성경신자가
된 이래,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많은 멘토들을 가졌습니다.

I’d like to introduce five mentors among them to you briefly. 그 분들 중 다섯 분의 멘토를 간략히 소개드
리겠습니다.

1. Pastor Chuck Smith, whowas a founder of CalvaryChapel, convincedme that the expository preach-
ing through the Bible is the best method for church growth. 갈보리 채플의 설립자이신 척스미스 목
사님은, 성경을 통한 강해 설교가 교회성장을 위한 가장 좋은 방법임을 제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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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also he challenged me to realize how to love our neighbours through Jesus movement in late
1960s. 그리고 그분은 1960년대 말의 예수운동을 통해 우리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제게
깨닫도록 도전을 주셨습니다.

2. Dr. Martyn Lloyd Jones also convinced me that the expository preaching is very crucial for every
saint to grow up spiritually. 마틴 로이드 존스 박사님도 강해설교가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자라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점을 제게 확신시켜 주었습니다.
I was very touched with his decisive behaviour that when he was asked by Billy Graham to be chair-
man of the first Congress on Evangelism in 1963, he rejected it because Graham did not stop having
liberals and Roman Catholics on the platform. 저는 그분의 결단력 있는 행동에 감동을 받았는데,
그분은 빌리 그라함 목사가 1963년 제 1차 복음전도자 집회의 의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라함
목사가 자유주의자들과 로마 카톨릭주의자들이 강당에 서는 것을 막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을 하였습
니다.

3. Dr. Martin Ralph DeHaan made me be able to see big pictures in the whole Bible as well as very
crucial microscopic findings in Scripture. 마틴 랄프 데한 박사는 제가 성경의 아주 결정적인 미세한
발견 뿐 아니라 성경전체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His books such as ‘Law or Grace’ (1965), ‘The Chemistry of the Blood’ (1983), and ‘Hebrews’ (1968)
are supposed to be ‘must read’ books for all members of IIBC. “율법 혹은 은혜” (1965), “피의 화학”
(1983), “히브리서” (1968)과 같은 그분의 책은 IIBC의 모든 교인들이 꼭 읽어보아야 할 필독서로 생각
됩니다.

4. Dr. Geradus Bow solved my question about the age discrepancy of King Ahaziah during his reign
as I mentioned in my testimony sermon entitled “Why KJB?: My Journey to the Word of Truth” last
month.
게라더스 보우 박사는 지난 달의 간증 설교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진리의 말씀을 향한 나의 여정” 때
말씀드렸던 것 처럼, 아하시야 왕이 재임한 나이가 서로 다른 것에 대한 저의 의문을 풀어주었습니다.
He also made me better realize the fact that the Bible always precede the so called science. 또한
그분은 성경이 소위 과학이라고 불리는 것 보다 우선이라는 사실을 더 잘 깨닫께 해 주었습니다.

5. Brother David Cloud who runs his own web site entitled ‘Way of Life Literature’, has been giving
many good biblical insights to me. “생명의 길 문학” 이라는 제목의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데이비드
클라우드 형제는 제게 많은 좋은 성경적 통찰을 주었습니다.
I am sure that he is exalting theWord of Truth in this apostate hour through doctrinal preaching and
carefully documented research. 그가 건전한 교리를 담은 설교와 주의깊게 문서화된 연구를 통해 이
배교의 시간에 진리의 말씀을 높이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Besides these five mentors, many brothers have delivered the Grace from God to me. 이 다섯 분 외에도
많은 형제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제게 전해 주었습니다.

I really thank God that Grace came into my heart so much through Brother Kimble Stohry, Brother Levi,
Brother Bern, and Laon whenever they were preaching and teaching the Word of God here at IIBC.

저는 킴블 스토리 형제님, 리바이 형제, 번 형제, 라온 형제가 IIBC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때 마다 제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게 들어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 The Bereans베레아 사람들
Fourthly a pastor needs the Bereans. 넷째, 목사는 베레아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Let’s read Acts 17:10-12. 사도행전 17:10-12절을 읽겠습니다.
『Acts 17:10-12』 10 And the brethren immediately sent away Paul and Silas by night unto Berea: who coming

[thither] went into the synagogue of the Jews. 11 These were more noble than those in Thessalonica, in that they received
the word with all readiness of mind, and searched the scriptures daily, whether those things were so. 12 Therefore many
of them believed; also of honourable women which were Greeks, and of men, not a f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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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 17:10-12』 10 밤에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즉시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그곳에 이르러 유대인
들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11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그것들이그러한가하여날마다성경기록들을탐구하므로 12 그들중의많은사람이믿고또그리스
사람인 귀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리하더라.

These Bereans exhibited several positive characteristics thatmarked their response to the gospelmessage.
이 베레안 사람들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몇 가지 좋은 특징을 보였습니다.

At this time I want to stress one characteristic of the Bereans with regard to pastors. 여기서 목사와 관련된
베레아 사람들의 한 가지 특징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The Bereans examined what they heard by comparing it to the Old Testament Scriptures. 베레아 사람들
은 그들이 들은 것을 구약 성경기록과 대조하여 조사했습니다.

What was the reason that they searched the Scriptures daily? 그들이 성경기록을 날마다 탐구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It is “to find out whether these things were so.” (verse 11)
그것들이 그러한지를 확인하려는 것이었습니다 (11절)
The Bereans did not believe the teachings of Paul because he was a good speaker, or he was charismatic,

or because he was a friend whom they can trust.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좋은 연사이라거나, 카리스마가
있다거나, 믿을 수 있는 친구라는 이유로 바울의 가르침을 믿지 않았습니다.

No, butwe read inActs 17:11-12 that because of their passion in searching the scripture daily and proving
all things, they came to the conclusion that Paul’s teachings were true. 사도행전 17:11-12절에서 본 것처럼,
날마다 성경기록을 찾아, 모든 것들이 그러한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그들의 열정으로 인해,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들이 사실이라는 결론해 도달한 것입니다.

We read in I Thessalonians 5:21, 데살로니가전서 5: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 Thessalonians 5:21』 21 Prove all things; hold fast that which is good.
『데살로니가전서 5:21』 21 모든 것을 시험해 보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
This is not just a request–an optional job for us to do. 이것은 단지 요청이나, 해도 좋고 안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It is actually a command, a mandatory duty that each of us must assume. 이것은 실질적인 명령이며,

우리 각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입니다.
Proving and testing all things are not just a job of the pastor, the leaders of the church, or of our husbands,

or the men within the church. 모든 것들을 확인하고 테스트하는 일은 단지 목사나, 교회 리더들, 아니면 우리
남편, 혹은 교회의 남자들 만의 일이 아닙니다.

It is a duty of every single soul within God’s Church. 그것은 하나님의 교회 안의 모든 혼들의 의무입니다.
As I mentioned before, most of big problems in local churches come from pastors. 전에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지역 교회 안의 큰 문제들은 대부분 목사들로부터 일어납니다.
So every member of local churches should prove all words of pastors by comparing them to the Bible as

the Bereans did. 그래서 지역교회의 모든 교인은 목사님의 모든 말을 성경과 대조해 봄으로써, 베레아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과연 그러한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Let me tell you a sad story about an ex-megachurch pastor. 전에 대형교회 목사였던 어떤 사람의 슬픈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s some of you know, Jack Schaap, former pastor of First Baptist Church, Hammond, Indiana, is serving
a 12 year sentence in federal prison for having sexual relations with a minor. 어떤 분은 아시겠지만, 인디아나
함몬드의 제일침례교회의 목사였던 잭 스캅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12년 형을 받고 연방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Before he committed an adultery with 16 year-old girl, he did not appear to preach biblical sermons.
그가 열 여섯 살 소녀와 간음을 저지르기 이전에, 그는 성경적인 설교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However, no one could try to speak out against his wrong messages, 하지만, 아무도 그의 잘못된 설교에
대항하여 말을 하는 시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because preachers there emphasized 6 points that would make it impossible for a church to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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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ipline a pastor and that grant preachers the liberty to live and teach above human accountability. 목사가
여섯 가지를 강조하였기 때문이었는데, 그것이 교회가 목사를 징계할 수 없도록 만들었고, 목사가 인간의 책무를
넘어서 살며 가르치는 자유를 목사에게 허락하였습니다.

Every churchmember who did not speak out against pastors’ sins, who stayed and continued to support
the church, is a partaker of these sins. 목사의 죄에 대항하여 말을 하지 않고, 계속 그대로 그 교회를 지지하는
모든 교회 멤버는 그 죄의 공범자입니다.

So I really hope and pray that all members of IIBCwould be the Bereans. 그래서 저는 IIBC의 모든 교인이
베레아 사람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며 기도합니다.

6 Saints of prayer기도하는 성도들
Fifthly and lastly a pastor needs saints of prayer.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목사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필요합
니다.

There are many Biblical reasons why we should pray for our pastors, but let us consider just these four.
왜 우리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지에 대한 많은 성경적 이유가 있지만, 네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1. If Paul needed prayer, so do pastors. 만일 바울이 기도가 필요했다면, 목사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Let’s read Ephesians 6:19. 에베소서 6:19절을 보겠습니다.
『Ephesians 6:19』 19 And for me, that utterance may be given unto me, that I may open my mouth boldly, to
make known the mystery of the gospel,
『에베소서 6:19』 19 또나를위하여는내게말하는것을허락하사내가담대히입을열어복음의신비를
알리도록 구하라.
Interestingly enough, the towering theological giant of the New Testament requested prayer for his
words. 흥미롭게도, 신약에서 신학의 최고봉이 담대히 입을 열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Paul was asking for the Christian community to pray for his words, so that he would have clarity
of speech and bold speech when he was given opportunity to proclaim the gospel. 바울은 기독교
공동체에게 복음 선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가 복음을 선포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분명하고 담대하게 말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Words matter. 말씀이 중요합니다.
Clarity of speech is crucial in preaching. 설교할 때 말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Boldness is a necessity for a gospel preacher. 담대함은 복음 설교자에게 필요합니다.
Prayer is central to the pastor’s ability to preach with power and without ambiguity. 기도는 목사가
힘 있는 설교, 불문명하지 않은 설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는 데 중심이 됩니다.

2. Pastors are NOT superhuman. 목사는 초인간이 아닙니다.
Every person in the church should recognize the fact that their pastors are flesh and bone-real hu-
mans who need strength from the Holy Spirit to labor in the work of ministry. 교회의 모든 사람은
그들의 목사님은 선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부터 힘을 받아야 하는 육신과 뼈를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Paul came to the end of 1 Thessalonians and said,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이 이르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1 Thessalonians 5:25』 25 Brethren, pray for us.
『데살로니가전서 5:25』 25 형제들아,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Thework of pastoral ministry is always hard, and that’s why somany pastors quit along the journey.
목회 사역의 일은 항산 힘듭니다, 그것이 그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도중에 그만 두는 이유입니다.
Don’t forget that pastors are human. 목사님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They need your prayers. 그들은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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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stors are watching for souls. 목사님은 혼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Have you ever heard someone ask their anesthesiologist if he sleptwell the night before their surgery?
여러분은 어떤 환자들이 마취의사에게 수술 전 날 잘 잤냐고 묻는다는 것을 들어보셨습니다.
It’s a common question that you hear patients jokingly ask their doctor. 환자들이 의사에게 농담식으
로 그런 질문을 잘 한다고 합니다.
Why, they ask? 그들은 왜 묻습니까?
Because everyone wants a doctor who is alert and not distracted by mental fatigue. 모든 사람은 경
각심을 갖고 정신적 피로로 집중하지 못하는 의사를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When it comes to your pastors, the ones charged with watching for your soul, you want a man who
is alert and not suffering from distractions. 여러분의 목사 문제라면, 여러분은 깨어 있고, 주의가
산만하지 않은 사람, 여러분의 혼을 지켜보는 사람을 원할 것입니다.
So your pastors need prayer. 그러므로 여러분의 목사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Let’s read Hebrews 13:18. 히브리서 13:18절을 읽겠습니다.
『Hebrews 13:18』 18 Pray for us: for we trust we have a good conscience, in all things willing to live honestly.
『히브리서 13:18』 18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서 정직하게 살고자 하므로 선한 양심을
가진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Prayer is essential to the work of a pastor, and a church that doesn’t spend time praying for her
pastors doesn’t understand that prayer and ministry are inseparably linked together. 기도는 목사가
일하는 데 필수적이며, 목사를 위해 기도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는 교회는 기도와 사역이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4. Pastors are hated by the Devil. 목사는 마귀에 미움을 받습니다.
If pastors are men who stand firm upon the Word of God and preach the gospel faithfully, they are
not loved by the devil. 만일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신실하게 복음을 선포한다면, 마귀
로부터 사랑받지 않습니다.
In 1 Thessalonians 2:18, Paul writes the following, 데살로니가전서 2:18절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1 Thessalonians 2:18』 18 Wherefore we would have come unto you, even I Paul, once and again; but Satan
hindered us.
『데살로니가전서 2:18』 18 그러므로 우리가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 나 바울은 한 번 그리고 또
다시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It should be no secret that the devil hates the pastors who oversee and care for local churches. 마귀가
지역교회를 감독하며 돌보는 목사를 미워하는 것은 비밀이 아닙니다.
The devils, real and powerful, stand opposed to the work of pastors on a daily basis. 마귀는, 정말이
고 강력하며, 매일같이 목사의 일을 방해합니다.

Do you want to see your pastor’s sermons becomemore rich and clearly proclaimed? 여러분은 여러분의
목사의 설교가 더욱 풍부하고 분명하게 선포되기를 바라십니까?

Do you want to see your church become more healthy and vibrant?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가 더욱 건강
하고 활기찬 것을 보고 싶으십니까?

All of this begins in prayer, and specifically, by praying for pastors. 이 모든 것은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히, 목사를 위한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7 Conclusion결론
Now I would like to conclude my sermon this morning. 이제 오늘 아침 설교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Pastor is one of the offices God has givenHis church. (Ephesians 4:11) 목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에게
주신 직분 중의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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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should be ordained according to Scripture. (1 Timothy 3:1-7) 목사는 성경기록에 따라 임명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3:1-7)

And also he should serve God and saints according to the Word of God. (Hebrews 13:17) 그리고 또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3:17)

However, in order to do his job so well, he needs persons as we searched this morning. 그러나, 그가 일을
잘 하기 위해서는, 오늘 아침 살펴 본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So I beg all of you to be persons pastors need in order that this IIBCmay be a local church acceptable unto
God.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이 IIBC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지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청합니다.

*** Let’s pray. ***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us your Word of Truth. I earnestly pray to you God once again that
this IIBC would be a healthy part of the body of our Lord Jesus Christ. In His name, I pray.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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