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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를 극복하는 신앙

들어가는 말

 23절 사도들이
놓이매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간증로 극복하는 신앙(f)
 23절 사도들이 놓이매 그 동류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고하니

 24절 저희가
듣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가로되

대주재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은 이시요

25절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27절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성구

(엡 4:29)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빌 1:29)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
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히 12:28)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기도로 극복하는 신앙(j)

 29절
 1)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2)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30절
 3)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4)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성구

(행 4:18)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엡 5:20)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 3: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벧전 4:14)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적용

(창 24:1)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잠 3: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전도로 극복하는 신앙(j)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구

(롬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고전 3:16)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
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딤전 4:1)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요일 5:6)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유 1:19)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계 2:29)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왕하 2:9)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네게서 데려감
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1) 간증로 극복하는 신앙(f)

2) 기도로 극복하는 신앙(j)

3) 전도로 극복하는 신앙(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