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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소서 1:13-14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
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 들어가면서
지금까지 우리는 구원을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성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살펴 보았습니다.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관련하여 어떤 일
을 하시는지 살펴 보고자 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 매우 다양합니다. 성령
이 임하시면 권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은사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기적과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에베소서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성령의 가장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구원을 인치시고, 보증하시는 일입니다.
■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
1. 성령이 하시는 첫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13

● “인치심”은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까?

① 공식적인 인증으로서, 받은 구원이 흔들리지 않도록 인치심.
다니엘 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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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후서 1:22

② 인을 찍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함.
이사야 43:1-2

2. 성령의 두번째 사역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14

Eph. 1:14 who is the guarantee of our inheritance until we acquire
possession of it, to the praise of his glory.(ESV)
●

“보증”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① 서약적 측면
로마서 8:11

② 신뢰의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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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베소서는 성령 하나님을 “약속의 성령”이라 부릅니다.
요엘 2:28-29

에스겔 37:14

사도행전 1:4-5

■ 성령과 믿음
4. 성경은 성령의 역사와 더불어 믿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에베소서 2:8-9

②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합니다.
마가복음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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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히브리서 11:6

■ 성령과 기도
5.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일관되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증언합니다.
행 1장 - 오로지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였습니다.
행 4장 - 온 힘을 다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들의 땅이 진동하며,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행 8장 -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하며 기도하였을 때,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행 9장 - 베드로가 욥바를 위해 기도할 때 다비다가 살아났습니다.
행 10장 - 고넬료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행 12장 -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에 베드로는 감옥에서 기적적으로
풀려났습니다.
행 13장 - 안디옥 모든 성도가 금식하여 기도할 때, 전도 여행이 시작
되고, 복음이 퍼져 나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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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3절에 “찬송하리로다”로 시작된 긴 문장은 14절의 마지막 “영광”이라
는 단어로 끝이 납니다. 구원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소요리문답 1문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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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보기
주께 기도하오니 자비하신 예수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달콤한지요.
내 고뇌하는 영을 잔잔케 하고
세상은 주지 못할 화평을 주시니
미칠 듯한 세상의 목소리들과
모든 악한 유혹의 어조들
덕스럽고 곡조 있는 주님의 억양에
다 잠잠히 숙어들고 잦아드니이다.
오 구주여!
내가 주님의 걸이라 말씀하소서.
분명한 확신을 허락하옵소서.
내 모든 어둔 그늘 다 사라지게 하시고
내 모든 의심들을 잠잠케 하시며
내 두려움 물러가게 하소서.
오, 내 속에 있는 내 영혼
주님의 하늘로부터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
이제 간절히 소원하오니
슬픔은 영원히 사라지고
절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닐세.
(월리암 윌리엄스의 기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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