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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를 반석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솜씨(11)

성령님을 통해 능력을 부여하시는 예수님
(사도행전 1:8)
▶ 삶나누기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과 함께 말씀을 적용하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봅시다
▶말씀 들어가기
들어가는 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쉬운 일입니다. 스승 되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잘 받기만 하면 됩
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성령님을 받으라는 말
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받고’라는 헬라어는 “람바노(λαμβάνω)”입니다. 이 단어는 적극적으로 받는 것
을 의미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1.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해서 키우실 때 혼자서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과 더불어 그 일
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은 모두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제자들을 진리로 가르치셨습니다. 삼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 받은 진리가 그들 안에 충만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만으로 부족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 임을
아셨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그들이 배운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고, 그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깨우칠 수 없다는 사
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2. 예수님은 제자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사역하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모두 허락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권능이란 헬라어로 “두나미스(δύναμις)”
입니다. 이 “두나미스”라는 단어에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두나미스라는 이 단어는 보통 능력이 아
닙니다. 폭발적인 능력입니다. 충만한 능력입니다. 1)성령님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2)성령님의 능력은 살리는
능력입니다. 3)성령님의 능력은 꿈을 꾸게 하는 능력입니다. 4)성령님의 능력은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입니다.
5)성령님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입니다. 6)성령님의 능력은 견딤의 능력입니다. 7)성령님의 능력은 뻗어 나가는 능력
입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성령님의 능력을 받게 되었습니까? 그 원리를 보면 첫째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약속
을 믿었으며, 둘째 약속하신 성령님을 받기 위해 순종했고, 셋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모여 기도했고, 넷째 약
속을 믿고 기다리는 중 성령충만을 받았습니다.
나가는 말: 성령 충만을 받으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권
능을 받게 되면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진정한 전
도와 선교는 성령 충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령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중에 전도와 선교는 풍성한 열
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받으십시오.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을 충만히 받으십시
오. 예수님이 보내 주시는 성령님을 충만히 받으십시오. 마음 문을 열고 성령 충만을 받으시고, 그 능력으로 승리하시
길 빕니다.

▶말씀 나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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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
)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셨나요? 이와 연관지어 현재 나의 믿음생활과 섬김(사역)은 어떤 상태인지 서로 나누어 보세요.
2. 대지 ②번에서 “권능”은 헬라어로 (
)라고 합니다. 성령충만하면 권능이 나타납니다. 각자가
성령님의 임하심(충만)을 경험해서 그 권능으로 교회와 이웃을 섬긴 일(기도의 능력, 살리는 능력, 꿈,
복음증거, 사랑, 견딤, 뻗어 나가는 능력 등등)이 있으면 간증해 보세요.
3. “우리가 성령님의 권능을 힘입는 것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함입니다.” 오늘날 전도의 어려움을 생각해
보고 어떻게 VIP 를 목장과 해피나잇 및 교회로 전도할지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찾아 보세요.
▶기도하기
1. (말씀 적용)성령충만을 사모하여 그 권능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2. (2017 년 비전) 안식과 배움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3. 성전 건축 중 진행되고 있는 인스펙션이 잘 통과되어 공사가 예정된 기간 안에 잘 마쳐지도록
4. 환우와 그 가정 및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각별하신 은혜와 보호하심이 있으시기를
5. 해피나잇,360 리더쉽과 중보기도 세미나,강목사님 가정과 사모님 회복,목자교육,세례식-세례교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