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 요약 (20-05-31)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사 (요 14:16-18)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은혜(카리스)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행위 즉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도 커서 이 세
상의 어떤 슬픔도, 절망도, 고난도 뒤덮어버립니다. 나아가 우리를 정죄하고 죽이려는
죄와 사망의 권세도 압도해 버립니다. 한마디로 은혜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
리스도인들은 은혜를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넘치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 즉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갖 값진 선물들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영 곧 성
령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누구에게나 그의 영을 부어주
시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하시
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아 보내셨습니다.
성령은 특별한 사람만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
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성령에 대해 좀 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곧 오시게 될 성령에 대
해서 소개하신 오늘의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째, 그는 보혜사입니다.
보혜사는 위로자, 상담자, 돕는자, 변호사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분
의 보혜사가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입니다. 첫 번째
로 오신 보혜사는 우리의 죄를 속량해주셨습니다. 그가 승천하신 뒤에 오신 두 번째
보혜사 곧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해주시고, 쉬지 않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십니다. 우리의 기
도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은 말 그대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보혜사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
모두는 은혜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그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보혜사 성령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는 우리 몸을 그의 처소로
삼고 그 안에 임재하십니다. 볼 수도, 오감으로 느끼지도 못하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
할 때 우리는 그가 함께 하심을 알고 확신하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의 시간에도 성령
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날마다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우리의 인생
을 인도하시되, 육신의 죽음까지 뿐만 아니라 그 경계를 지나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최고의 선물이 있습니다. 위로자, 상담자, 변호사, 그리
고 돕는자가 되시는 보혜사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말고, 염려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합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고, 수시로 그를 부르고, 도움을 강청하고, 그의 인도를 받읍시
다. 그와 보다 깊은 교제를 갖고 친밀해지도록 합시다. 그리고 육신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에 순종하면서 살아갑시다. 이처럼 성령과 온전히 동행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