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로새서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
바울과 함께 날아오르는 기도비상 (3)
2019년 10월 16일
1.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돌아보는 우리의 기도
a. 기도의 대상을 넓혀라
b. 대부분 기도 제목은 건강, 자녀, 경제적 문제, 인간관계, 미래
보장
c. 만나본 적이 없는 골로새교인을 위한 바울의 기도
d. 1: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e. 골로새교회는 바울의 사역 통해 변화된 에바브라가 세운
것으로 추정
f. 1: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 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g. 임현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18년 동안 150차례 북한
선교, 949일 억류된 상황에 전 세계의 기도, 마치는 글에서
수백만 명의 기도 응답으로 맺음
2.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a. 임현수 목사님을 위해 유기성 목사님 고백, 1년 6개월 동안
매일 기도, 매주 기도, 캐나다큰빛교회 부흥회 3일 전 석방 됨
b. 1:9절,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c.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기도 자세
d. 사랑했기에 관심 있고, 관심 있기에 기도 제목을 알고 기도
3. 감사하며 기도하라
a. 1:3절,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b. 골로새교회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인하여 감사
c. 기도와 감사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에 대한 신앙 표현
d. 감사는 기도 응답에 있지 않고 기도 대상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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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로새서 1:9-12절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
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
로 모든 견딤과 오래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
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1.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a. 현실 필요에 뒷전으로 밀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뜻
b. 기도는 내 생각의 관철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이다
c. 9절,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d. 당시 이단이 들어온 골로새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뜻을
깨닫기를
e.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하나님 뜻은 결혼 상대자, 직업,
미래 방향 등
f. 자기 중심적 삶에서 하나님 중심적 삶으로 관심을 옮기라
2. 하나님의 뜻 분별을 위한 기도
a. 로마서 12: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b. 에베소서 5:15-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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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데살로니가전서 5:16-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3.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a. 신령한 지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 spiritual wisdom
b. 신령한 지혜와 총명은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
c. 골로새서 2: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d. 주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위해 기도하라
4.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소서
a. 다움, 걸맞음
b.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c. We pray this in order that you may live a life worthy of the
Lord and may please him in every way: bearing fruit in
every good work, growing in the knowledge of God.
d. 구원받은 신자의 정체성과 변화된 거룩한 삶
e. 교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 합당한 삶
f. 신자의 향기
5.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a.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b. We pray this in order that you may live a life worthy of
the Lord and may please him in every wary: bearing fruit
in every good work, growing in the knowledge of God.
c.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의 기쁨이 인간
창조의 근본 목적
d. 하나님의 기쁨이 신자의 최고 실존적 기쁨
e.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추구해야 영역과 포기해야 할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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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네 가지 삶
 10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11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a. 첫째, 모든 일에 선한 열매를 맺는 삶
i. 에베소서 2:10절,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
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
이니라.
ii. 신자의 삶은 금욕이 아니라 적극적 열매를 맺는 삶
iii. 생명의 열매, 하나님의 영광의 열매
b. 둘째,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삶
i.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하고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고 순종
한다
ii. 성경을 통해, 자연 만물을 통해, 사람을 통해
iii. 모든 삶을 하나님을 깨닫게 하는 선생
c. 셋째, 모든 견딤과 오래참음을 보여주는 삶
i. 11절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실 때 나타나는 삶이 견딤
과 참음
ii. 급하게 서두르는 시대에 환영받지 못할 열매
iii.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사람의 태도
iv. 예수님의 마음
d. 넷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
i.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
ii.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iii.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 받은 감격을 아는 사람의 고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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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골로새서에 나타난 바울의 세 가지 기도 정리
a.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b.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게 하소서
c.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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