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광주 7부 학생회 모임 1회
그룹바이블 스터디(GBS) / 주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 임야곱
참석자/ 임야곱, 송한림, 조은혜, 임별이, 김세진, 김경동, 홍다혜.
날짜/ 2016. 1. 14. 목. 7:00(PM)
장소/ 광주 7부 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흔히 내가 좀 더 알고 내가 좀 더 경험하면 그만큼 믿음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는 현실 세계를 넘어설 수 없는 것이며, 인간의 의지
적 노력일 뿐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한 믿음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예를 들어 전
선이 물에 잠겨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물에 발이나 손을 담그면 흐르는 전기에 감전되어 죽
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은 전기를 흘러가게 하는 도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선이 고무와 같은 부도체에 놓여 있을 때는 우리의 몸이 닿아도 전기가 흐르지 않
습니다.
고무는 부도체이기 때문이죠.
전기는 오직 도체를 통해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은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초월하
는 믿음,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제한받지 않는 믿음을 통해서만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
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행
19:11,12)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도
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 기름부으심이
흘러가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지라도 합심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라도 주의 말씀에 따라 이미 이루어졌음을 믿고 기도할 때,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
이 임하고 영적 기류가 변하고 실제적이고 가시적인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
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감을 통해 모
든 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충만을 받아 육신이 아닌 영에 기반을 두는 삶을 살 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
님의 영에 의해 감지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오해합니다. ‘나’라고 하는 통이 있으면 그 통에 열심히 뭔가 집어
넣고
그 통이 점점 더 꽉 차도록 하기 위해 신앙생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바로 자신의 통을 깨트리는 것입니다.
옛 부대에 새 술을 담으면 가죽부대가 터져서 술도 가죽부대도 모두 못 쓰게 됩니다. 우리
가 자신의 옛 가죽부대를 터뜨리면 그때 하나님께서 새 부대를 주십니다.
이것의 영적인 의미는 육적인 자신을 포기하는 것, 시간과 공간과 물질에 묶이지 않게 된다
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
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골 3:1-3)
◈이 말씀은, 이 세상을 부정하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주 만물, 시간
과 공간과 물질을 창조하신 그분 안으로 들어가 그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라는 것입니
다.
육체를 기초로 인식하던 ‘나’를 죽이고 내 육체의 삶을 죽이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새
로운 내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세상 학교에서 배운 과학, 우리가 경험한 지식, 그것만이 전부가 아닌 놀
랍고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기기묘묘한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러라, 손기철
†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
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 기도
주님, 어떤 노력이나 어떤 방법으로도 과거 육신으로 살았던 내가 주체가 된 믿음은 소용이
없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저의 감각을 기초로 한 제한된 믿음을 포기합니
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느껴지지 않아도 말씀만이 생명이며 실체이고 진리임을 믿고
나아갑니다.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 적용과 결단
당신은 육신이 아닌 영에 기반을 두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실체로 믿고 인식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해보세요.
http://theme.godpeople.com/theme/249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