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을 뿜는 교회

2021. 11. 7

(행 1:6-8)

말씀: 신광호 담임목사

명성제1교회 주일예배

주일 낮 예배 설교

1.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불은 이 땅을 덮

6. 우리 성령님은 양면성이 있는데요. 우리에게 권능 듀나미스를 주실 뿐 아니

고 있는 죄악의 세력, 마귀 사탄의 세력을 능히 불태우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눅 12:49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라, 둘째로 우리 곁에 계셔서 위로하시는 보혜사이십니다.
요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
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2. 오늘 본문에서 아직 불붙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 26:41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
다 하시고
마음은 거룩한 삶을 살고 싶지만, 육신은 전혀 따라주지 않습니다. 영과 육이 따
로 움직입니다.
롬 7:19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3. 이렇게 복음서에서 겁쟁이였던 제자들이 사도행전 3장에서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앉은뱅이었던 사람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행 3:6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같은 제자들인데 사도행전에서는 사람이 바뀌어도 어떻게 이렇게 180도 바뀔 수
있단 말입니까?
행
1: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권능”은 헬라어로 듀나미스(δύναμις)입니다→.다이너마이트(dynamite)

4.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며 제자훈련을 받아
서 뭔가 잘 믿어보려고 하는 마음은 충만했어요. 그러나 뭐가 없었어요? 권능, 듀
나미스가 없었어요.
행 2: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
씩 임하여 있더니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
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5. 심복순 권사, <나는 다윗 왕보다 행복합니다>
슥 4:6b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παράκλητος parakletos), 파라(곁에, 나란히)+
클레토스(부름받은 자)란 뜻으로 구원 받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요 14:17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
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
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7. 보혜사 성령님의 역할은 첫째,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롬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
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둘째, 보혜사 성령님은 인생 사는 길에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요 14: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
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을 생각나게 하리라

8. 우리가 다시 불 뿜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세상의 불
놀이에 정신이 빠져 버리고, 우리 심령이 다시 타오
르지 않고 식어지면 정말 우리 민족 우리 사회 우
리 청소년들 어디에 소망이 있단 말입니까?
다시 우리 교회와 우리 심령에 불이 점화되면 우
리 심령과 우리 가정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민
족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2021/11/7 요절 말씀㊷ 누가복음 12:49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I have come to bring fire on the earth, and how I wish it were already
kindl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