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3.23 새벽기도회 말씀   대전한빛감리교회  백용현 담임목사

복 있는 사람 

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

신 것이라 
2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

하였느니라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_요한계시록 1장 1~3절 

고대사회는 힘으로, 산업 사회는 자본으로, 지식 정보화 시대는 지식으로 살았지

만, 미래사회의 핵심은 ‘영성’입니다. 모든 것을 기술과 기계가 대체할 수 있지만, 영성

은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워져도 사람들의 심령이 메말라 가는 미래사

회는 깊은 영성을 소유한 사람이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소식이 난무하

는 지금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시대입니다. 성도의 가장 큰 복인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 계시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_계 1:1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며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을 저술하였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람들을 만날 수 없는 밧모섬에 유배당하

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성경을 저술하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람들

을 만나기 힘든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복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계시의 말씀은 사람이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

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식을 많이 아는 것보다 단 한가지라도 하나님께

서 알게 하시는 것이 더욱 귀합니다.



오늘의 기도제목 (각자의 자리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도록     

- 신천지로부터 교회가 지켜지도록

 

2.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

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_계 1:1 

계시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계시의 말씀이며 성경 속 약 35,000개

의 예언의 말씀은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

속뿐인데, 이또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의 소식은 거짓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의 말씀은 늘 참되며, 참된 믿음은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3. 계시의 말씀은 복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_계 1:3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

키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사람들의 소리를 넘어서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

여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을 지키기는 힘들지만, 말씀은 반드시 

나를 복되게 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합니다. 성도는 다른 것을 붙들어야 하

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붙들고 세상을 이

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