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4.3. 주일오전 강단

한 영혼 구출작전(누가복음5:18-20)
  할렐루야! 지금 사람들이 많이들 불안해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보
다 더 심각한 눈에 안 보이는 영적문제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마
24장, 25장에 말세에 그리스도라고 사칭하며 미혹하는 일들, 민족과 나라들이 전쟁 일으키
고, 기근과 지진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거짓선지자가 일어나고, 멸망의 가증한 것들이 거
룩한 곳에 서고, 교회 안에는 기름 없는 처녀들이 있을 것이고, 양과 염소도 있기에 영적
으로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딤후3:1-5절에 “너는 이것을 알 말세에 고통 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
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
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
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
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을 소개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누구든
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빈부귀천을 떠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인생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봅니다. 
  그 당시에 역사하신 예수그리스도는 지금도 변함없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십니다. 히브
리서13:8절에 “예수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그
대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절망 가운데 있는 중풍병자 한 영혼을 믿음의 사람 4명의 도움으로 
기적 같이 예수님을 만나 죄 사함 받고, 치유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1. 그리스도를 만난 중풍병자
  ⑴ 중풍병자
    ① 중풍이란? 뇌혈관이 막히고, 터져 의식장애, 신체의 반신마비 일으키는 질환이다.  
    ② 절망, 마비, 죄인취급, 소외, 저주 받았다는 정죄 받은 사람이었다. 
  ⑵ 4명 : 곁에
  * 한 영혼을 사랑하는 믿음 가진 4명의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계신 집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중풍병자를 메고 지붕위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째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렸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광경을 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신성모
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죄 사하는 것과 중풍 병을 치유하는 것 중에 어
느 것이 쉽겠느냐? 하시며 인자는 땅에서 죄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리라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일어
나 침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



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두려워하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한 영혼을 살리려는 믿음가진 4명의 사람들이 하나 되어 헌신하는 모습을 본받
아야 합니다. 이들은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던 같습니다. 자신들의 할 일도 
있었을 터인데 모든 것들을 제쳐놓고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침상에 뉘어 메고 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 데리고 가면 반드시 고침을 받을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믿음, 우리
들의 기도로 절대 불가능한 일들도 절대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중풍병자를 말씀으로 치유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를 주목을 해야 합니다. 인
간의 모든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의학으로 절대 고칠 수 없는 중풍 병을 
치유하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믿음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① 눅5:20,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② 눅5:21,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사하겠느냐? 신성모독이라. 
    ③ 눅5:24, 인자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네 침상을 가지고 가라.
    ④ 눅5:25, 예수님 말씀에 그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집으로 돌아간다.
    ⑤ 눅5:26,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두려워합니다.

2. 한 영혼 구출작전
  ⑴ 영적 중풍병자
    ① 구출작전 고민하라!
    ② 불신자, 예배실패자, 낙심자, 소외자, 교회 부적응 자, 새 가족, 후대, 환자 구출하
라!
  ⑵ 구출작전 팀
    ① 영혼 사랑하는 구출작전 실천할 팀!
    ② 가족 팀, 구역 팀, 기관(부서) 팀, 교사 팀, 5인1조 팀, 전도 팀 등입니다.

결론> 언약 
  ⑴ 전4:9-12, 한 사람이면 패하나 두 사람이면 맞서고,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다.
  ⑵ 행12:5,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
라” 
  ⑶ 마18:18-20,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그곳에 함께 하십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