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6-2020 주간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46:1-11 

본문말씀: 디모데후서 1:1-18 

말씀제목: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통하여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 아들이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주신 편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 가지 

영 안에 들어있는 것이 어떤 특별한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 

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특별한 세 가지 

영을 받은 사람이 누리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때에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행 1:8)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은 성령이 주시는 영적인 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능력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어떤 

육신적인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냄으로 했다고 

증거한 것입니다(고전 2:4). 

 

          또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자신이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께서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자신을 능히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자신으로부터 들은 

건전한 말씀의 본을 굳게 붙잡고 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힘입어 그에게 맡겨진 그 

좋은 것을 지키라고 권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하여 그가 

받은 능력에 대하여 증거할 때에 그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었다고 그가 

받은 능력에 대하여 빌립보 성도들에게 

확실하게 증거했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또 풍부함에 

처할 줄도 알며, 모든 처지와 모든 일에 

있어서 나는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함과 

궁핍함을 다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빌 4:12-13)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의 

영은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겪으셨던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하고 이기면서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도 그 능력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로운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라."(딤후 4:7-8)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사랑의 영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하여 그 신비로운 지혜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자신이라고 

사도 요한이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요일 4:16)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영 안에 들어있는 은사들에 대하여 

증거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고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급히 

성내지 아니하며 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고전 13:4-

7) 

 

        그렇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사랑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시험이 와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실 줄 굳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영을 

주려고 시험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사랑의 

영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분께서는 미리 아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 이는 그를 많은 형제 가운데서 

첫 태생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롬 8:28-

29)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주신 건전한 생각의 영에 대하여 

마지막 때에 우리들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영인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왜 우울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령을 통해 건전한 생각의 영을 받지 

못하고 사탄이 주는 두려운 영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건전한 생각의 영을 받은 

사람들도 때로는 사탄의 시험으로 우울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울증으로 

인해 고통 받으면서 정신과 의사를 찾는 

일은 없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두려운 영을 줌으로써 

우울증에 빠지게 하며 때로는 자살까지도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통하여 건전한 

생각의 영을 받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깨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성령 안에 거하지 않게 될 때에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우울증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끊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하여서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기에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성령은 사탄이 

주는 두려운 영을 대적함으로써 마침내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써 능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