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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삶 나누기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과 함께 말씀을 적용하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봅시다.
🔽 말씀 들어가기
믿음은 강력한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연구하면 할수
록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믿음은 무엇
보다 인간의 신분이나 연약함을 모두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이 사용하신 믿음의 사람들을 연구해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점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들의 소원을 모두 이루어 주셨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온
사람들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3절-34절에 나타난 믿음의 능력을 네 가지 차원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믿음은 전쟁에서 이기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인간의 조건과 환경을 초월해
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1) 믿음은 나라들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2)
믿음은 칼날을 피하는 능력입니다. 3) 믿음은 연약한 가운데 강하
게 되는 능력입니다. 4) 믿음은 전쟁에 용맹을 발하는 능력입니다.
2. 믿음은 의를 행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음하면 강력한 능력
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은 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의는 하
나님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믿음의 사람인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정의와 공의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의는
올바른 관계들 속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올바른 관계 속에서
공정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통해 사람
들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의와 긍휼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에서 나
옵니다. 우리의 믿음이 강력한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됩
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는데 함께 초점을 맞추
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늘 균형이루는 것처럼 우리
의 믿음도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3. 믿음은 약속을 받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성품과 자원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 약속을 언제 어디서 이루실
것인가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을 이 땅에서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
을 이 땅에서 받지 못했지만 이 세상을 떠나서 받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약속을 받느냐 아니면
이 땅을 떠난 후에 약속을 받느냐의 문제이지 모두 약속을 받게 되
어 있습니다.
4.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보호받는 능력입니다. 다윗과 다니
엘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를 사자와 곰의 손에서 건저주신 것을 간증합니다. 다니엘도 하
나님께 기도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자 굴에 던짐을 받았습니다. 그
는 하나님을 경외한 까닭에 왕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오
직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사자 굴에서 건
져 내어 주셨습니다. 사자와 같이 그를 죽이려는 손에서 구원해 주
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역시 불의 세력에서 하나님의 보호하
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베푸
신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능력과 성품을 겸비한 의의 왕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쟁에서 능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의로우신 예수님이십니다. 가난
하고 외롭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시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마귀에 눌린 자
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사람들을 사랑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친히 연약한 모습으로 죽으셨습
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삼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자의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강력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
강한 믿음은 또한 아름다운 성품을 형성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영원한 승리자의
삶을 사시길 빕니다.

⏬ 말씀 나누기
1.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승리 혹은 보호받은 경험이 있으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지금 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실현하고 있습니까? 능력얻는 믿음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의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할 수 있을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3. 믿음의 강력한 능력을 받기 위해 우리가 한주동안 적용할 수 있을 것은 무엇일지 함께 나누고 한주동안 실천해 봅시
다.

⬆ 기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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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적용) 믿음의 강력한 능력을 받는 우리 셀 목장이 되도록…
(2016년 비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셀 목장이 되도록…
강준민 담임목사님의 영육간 강건함과 가정과 사역을 위하여…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 지도록…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각 목원들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 지도록…

⬆ 찬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