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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속사람을 강건케 하소서  <에베소서 강해>-(10)
본문: 에베소서 3:13-17 (Eph 3:13-17a)
(엡 3:13) 그러므로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이 됩니다.
(엡 3: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고후 4:16)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집니다. 
* 어떻게 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질 수 있을까?
I. 속사람이 강해지기를 (       )해야 한다

(골 3:2, 4-6) 여러분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4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에 싸여 나타날 것입니다. 5 
그러므로 땅에 속한 지체의 일들, 곧 음행과 더러움과 정욕과 악한 
욕망과 탐욕을 죽이십시오. 탐욕은 우상숭배입니다. 6 이런 것들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내립니다. 
(눅 8:13)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눅 8:14)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들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 데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II. 말씀을 잘 (             ) 한다

(엡 3:16)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마 10: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시다

(요 3:34)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아낌없이 주시기 때문이다

(엡 6:17하)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계 2:7)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므로 성령을 통해서 속사람이 강건케 되려면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III. 예수님께서 내 삶의 모든 부분을 (               ) 해야 한다

(엡 3:17상)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 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갈 4:19) 나의 자녀 여러분, 나는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해산의 고통을 겪습니다

(빌 4: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