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워드(password)

2021. 10. 24

(시편 100:1-5)

말씀: 신광호 담임목사

1.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 꼽으라면 ‘접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접속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보화 하늘의 축복이 가득한 하늘 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접속해야 합니다. 접속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알아야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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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100:4 ”그 분의 성문에 들어갈 때에 잊어서는 안될 말, “감사합니다!”
마음을 편히하고, 찬양을 드려라.
그 분께 감사드려라. 그 분께 경배하여라.“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

5. 승리의 문을 여는 비밀번호가 무엇입니까?
2. 하늘 문
창 28:16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
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로다
말 3:10b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
나 보라
하늘에는 불경기가 없습니다. 항상 호경기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치유의 문이 열리고, 회복의 문이 열리고, 행복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면 지옥문이 닫힐 것입니다. 마귀가 울면서 떠나갈 것입
니다.

3. 비밀번호
시 100: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s with praise; give thanks to him
and praise his name.)
여기서 ‘그의 문’은 하나님의 문, 하늘 문을 말합니다. 그리고 문은 한 개의 문
이 아니라 여러 개의 문들, 복수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늘 문 앞에서 확실히 비
밀번호를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같이 ”감사합니다.“

4. 구약성경에서 감사는 히브리어 ‘야다’(yadah)로 야다의 어근은 '야드(YAD
-Hand)'입니다. 야다는 '손을 뻗는 것'입니다.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
다. 그러므로 야다는 ‘찬양하다, 감사하다’의 뜻으로 감사와 찬양은 같은 어원을 가
지고 있는 쌍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창 29:35, 스 3:11, 시 33:2, 사 12:4). 그
러니까 감사의 형식이 찬양이고 찬양의 내용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시 100:1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2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3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역대하 20:22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 산 주민들을 치게 하시므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눅 9:58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마 14:19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he gave thanks) 떡을 떼어 제자
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요 11:41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
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감사는 미래의 기적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6. 이제부터 땅의 문이 아니라 하늘 문을 열어야 합니다.
살전 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
님의 뜻이니라
섭씨 100도의 물에 5분간 삶으면 균이 모두
죽는데, 섭씨 50도의 물에 5시간 삶으면 어떻
게 될까요? 균들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를 적당
하게 흉내만 내면 소용이 없습니다. 힘들고 지
칠 때에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늘 문
이 열립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2021/10/24 요절 말씀㊵ 시편 100:4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
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nter his gates with thanksgiving and his courts with praise; give thanks to
him and praise his nam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