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들어야 합니다 행 1) .( 19:2).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 ”

행 ( 19:2)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사도 바울은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    . 
다고 하지만 아무런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그는 안타까, . 
운 마음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 말은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 “ ?” “
경험했느냐 는 질문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장 ?” . , . 1
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님8 , “ ” , 

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질문은 믿음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에베소 교회. 
의 성도들에게 매우 당혹스런 질문일지 모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니라 우. . “
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하지만 이 질문에 귀를 기울여 듣고 이에 응답했을 때 비로소 에”. 
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뒤기 시작합니다.    

혹시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마치 쌍둥이처럼 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 
우리 역시 사도 바울의 그 질문에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성령으로 살아갑니다.

본  문 사도행전 19:1~7

암  송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
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행 ( 19:4)”

소외되고 어려울 때 어디에 계십니까?

생각1 다음의 영상을 보고 나눠 보세요 . 

 

에베소의 시대적 상황!

아시아에 있는 로마 제국의 큰 항구 도시였다1. .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다2. .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도시였다3. , .
교역을 위한 계약서 작성을 위해 자신들만의 4. 
신전이 필요했다   .
계약서 작성 후 차액을 가지고 각자의 신전에서 5. 
행음을 저질렀다   .

이러한 상황 가운데 교회가 있었다* !!
하지만 믿는다면서도 성령님의 존재조차 모르고 무기  * 
력하게 살아가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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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달아야 합니다2) (19:3~4).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   “

므로 행 ”( 19:5~6b)

또한 그렇게 들었으면 믿음으로 순종헤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역시 사도 바울의 당혹스런     . 
질문 행 에 변명하고 거부하기는커녕 매우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 19:2) , 
니다 바로 그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즉 세상 속에서 무능력. , . 
했던 그들이 능력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깨닫게 됩니다 오직 성령 충만. . 
만이 그들로 하여금 무기력한 삶을 버리고 새로운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방법임을. 

우리 역시 이러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처럼 들었으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직 성령    . 
충만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는 유일한 방법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깨달을 때 .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더 좋은 길로 인도해주십니다, . 

능력을 행해야 합니다3) .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행    “ ”( 19:6)

바로 그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할 뿐 아니라 사도행전 장 절의    , , 19 8~10
모습처럼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행 자신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 ”( 19:8) 
음을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이 힘 있게 전해질 수 있었고 행 . (

병 고침의 은사를 비롯해 성령의 놀라운 은사들을 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 전체19:20), . 
가 주의 복음으로 뒤덮이게 되자 마술과 눈속임 온갖 술수로 가득 차 있었던 도시가 하나님의 복음이 , , 
흥왕하는 복음의 도시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행 ( 19:20). 

이처럼 성령 충만의 능력을 깨달았으면 힘 있게 그 능력을 행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장 절   , . 12 4~10
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은사를 기대하고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 
성령이 주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열매1 성령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있다면 함께 나누어봅시다 ? .
     !

열매2 성령님의 은혜를 깨달은 것을 나누어봅시다 .
     !

열매3 내가 받은 성령의 은사에 대해 나눠봅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