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2020.7.5.에 1:15-23 

 

계시를 위한 기도 (1:15-23) 

The Prayer for Revelation 

 

“기도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다.” – John Wesley 

 

기독교의 기도는 

1. 정확한 기도의 대상이 있다.  

2. 기도는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부분이다.  

3. 기도의 효과와 능력이 있음을 믿으며 확신하는 것이다. 

4. 이미 정해진 뜻과 계획에 동의하며 그것이 이루어지게 간구하는 것이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태복음 26:39; 마가 14:36; 누가 22:42) 

 

"늘 기도하며 힘을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든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 받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둘 것이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표가 그것이다." 

George McDonald 

 

ACTS 기도 

1. Adoration: 찬양과 경배 

2. Confession: 고백과 회개 

3. Thanksgiving: 기억과 감사  

4. Supplication: 기도와 간구 

 

(1:15)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1. “이로 말미암아” – 사도 바울이 1:3-14 에 전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2.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 Key Word (핵심 단어) 

 바른 번역 “주 예수 안에 있는”  

3.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요한복음 13:35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일서 2:9-11  

4. “나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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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계시록 2: 1-5 “에베소의 교회에게” 

 

(1:16)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 기도할 때 기억이 나는 사람 

2.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 생각할 때 감사가 넘치는 사람 

 

(1:17)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2.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a. “지혜” – insight  

b. “계시” – revelation  

c. “영” – 성령이 아닌 “마음” 

d. 마태복음 11:25-27 

3.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a. 신비한 하나님 

b. 주를 안다는 것 (빌립보서 3:7-9a) 

 

(1:18)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a. “마음” 내면의(heart), 속사람의(inner being) 

b. “밝히사” – “give light, enlighten” 

2.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 hope of His calling  

3.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 riches of His glorious inheritance  

 

(1:19)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2.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3. 18-19 절: 소망, 기업,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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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1.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그 능력의 증거  부활 

2.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1:21)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1.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뛰어남 – excellence  

2. 통치(rule), 권세(authority), 능력(power), 주권(lordship) 

 

(1:22)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1.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예수님과 교회의 위치 

2.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과 교회의 위치  

3. 히브리서 2:5-10 

4. 요한계시록 19:11-16 

 

(1: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1. “교회는 그의 몸이니” – the body of Christ 

2.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