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영생장로교회  2021년 5월 구역공과 

* 제목: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 본문: 누가복음 11:9-13 

서론: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활동은 호흡입니다. 호흡을 
멈추면 생명도 끝이 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신앙생
활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영적으로 호흡해야 합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
흡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때, 우리는 믿
음으로 살아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론: 기도의 전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입니다. 주님은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고 하시면서, 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아 낼 것
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9,10)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
녀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주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
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11-13)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에는 ‘성
령’대신 ‘좋은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누가복음을 기록
한 누가는 ‘좋은 것’을 ‘성령’이라고 기록했을까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믿을 때 성령님께
서 우리 속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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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를 절대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고 다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를 격려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실 수 있도록 항상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언제나 
믿음으로 승리하는 건강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토의질문: 

1.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더 집중합니까? 기도제목입니까? 

하나님입니까?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할

까요? 

2.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 속에는 이미 성령님께서 들어

와 계십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을 우리는 얼마나 느끼며 살고 

있습니까? 최근에 느낀 성령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역사

를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왜 그럴까요? 

결론: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신랑신부 자신들입니
다. 신랑에게는 신부가, 신부에게는 신랑이 가장 좋은 선물입니다. 하나
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
은 후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우리 속에 보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마음껏 역사하셔서 무슨 일이든
지 믿음으로 이겨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을 믿음의 기도로 
승리하시는 영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