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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해서 깊어졌다!”
고린도후서 12:8-11(신약 278)

◾마중물

 ∘로마 시대, 카타콤

  -“너희들은 이제 죽은 목숨이다. 다만 열을 헤아리기 전에 이곳에서 도망

치는 사람은 살려주겠다.”

  “형제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 가리지 )는 뽑혔습니다.”

  “인내의 유일한 표지는 참을성이나 결연함이 아니라 ( 소망 )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 

◾육체의�가시

 ∘어떤 사람이 소망을 품게 되는가? 

  -세상: 강하고 지도력이 있는 사람,

  -성경: 자신의 약함을 알고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사람

 ∘바울의 신앙 여정

  ① 35년경

  -신자가 됨(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거침없이 제자들을 찾아가 함께 사역하길 원함

  -고향 다소에 14년 동안 ( 칩거 )

   갈 2:6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



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

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제자들이 없는 안디옥교회의 부름을 받아 전도사역을 시작

 ② 6년 후/ 55년경 

  -( 겸손 )해진 바울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 중 막내

  게바(시몬 베드로), 열두 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모든 사도 보다 막내

  고전 15:8-9 “(부활한 주님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

게도 보이셨느니라 9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

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③ 5년 후/ 60년경

  -예수 믿은 지 25년이 지난 시점

  엡 3:8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

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

고” 

 ④ 5년 후/ 65년경

  -( 죽음 )을 앞둔 바울

  딤전 1:15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

라” 

  “공공의 죄인 1호”(메시지)



 Ⓠ 바울이 낮아진 이유? 

  고후 12:7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

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9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흘려보내야�할�생명수

 ∘역설적인 진리 

  -물 길어 주는 사람

  ‘마을로 가는 길에 핀 아름다운 꽃들을 본 적이 있니?’ 

  ‘그 꽃이 어느 쪽에 있니?’

  “네가 말짱한 항아리였더라면, 물은 더 많이 길어다 줄 수 있었을지 모르

지만, 꽃길을 만들거나 고객에게 선물할 아름다운 꽃은 얻을 수 없었을 

거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의 하나!

  “인내의 유일한 표지는 참을성이나 결연함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테르툴리아누스) 



삶을 드리기 위하여

말씀/질문 오늘 설교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다짐, 또는 질문을 기록해봅니다.

기도
설교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한 한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정하여 기록하고,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