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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홍 목사

교회가 새롭게 타올라야 합니다.

2020년 8월 4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 할 수 있고, 세계 선교에 크게 불이 붙는 부흥이 있기를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을 경험 할 수 있고, 세계 선교에 크게 불이 붙는 부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축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부흥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
룩함을 회복해야 한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볼 수 있다. 룩함을 회복해야 한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나라라고 볼 수 있다. 

1)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   1) 청교도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   
2)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   2) 세계 선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   
3) 세계에서 구제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  3) 세계에서 구제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나라  
4) 세계 경찰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나라   4) 세계 경찰국가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나라   
5) 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5) 전 세계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나라

(역대하 7:13-14)(역대하 7:13-14)

사도행전 3:1-10
1제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쌔 2나면서 앉은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3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 가려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5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6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
로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7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
을 얻고  8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 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9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10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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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지금은 점점 병들고 타락하고 있다미국이 지금은 점점 병들고 타락하고 있다
1) 동성결혼; 매달 몇 백쌍씩 결혼/CA 결혼 증명서;1601개 발급. 1) 동성결혼; 매달 몇 백쌍씩 결혼/CA 결혼 증명서;1601개 발급. 
2) 이혼 2) 이혼 
3) 낙태; 매년 백만명 이상 생명이 죽어감3) 낙태; 매년 백만명 이상 생명이 죽어감
4) 폭력. 마약 갱 문제 심각; 지난 10년간 LA만 갱 관련으로 사망 청소년6000명4) 폭력. 마약 갱 문제 심각; 지난 10년간 LA만 갱 관련으로 사망 청소년6000명
5) 사탄적인 문화 중심지; 포르노, 음란물. 헐리웃은 음란으로 심각, 전 세계에 수출 5) 사탄적인 문화 중심지; 포르노, 음란물. 헐리웃은 음란으로 심각, 전 세계에 수출 

                                                    
(예) 룻스 그래함; 하나님이 만약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면 소돔, 고모라 사람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예) 룻스 그래함; 하나님이 만약 미국을 심판하지 않으면 소돔, 고모라 사람들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

1. 영적인 변화 1. 영적인 변화 
에베소서 2:1에베소서 2:1

2. 육적인 변화 2. 육적인 변화 
(출애굽기 15:26)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출애굽기 15:26)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
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3. 삶의 변화3. 삶의 변화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다.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문 앞에 나면서 앉은뱅이 된 사람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문 앞에 나면서 앉은뱅이 된 사람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이를 보았다. 그를 위해 기도할 때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이 이를 보았다. 
이로 인해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5천명이 예수님을 믿게 됨. 이로 인해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5천명이 예수님을 믿게 됨.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신다.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신다.

어떻게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요?어떻게 부흥의 주역이 될 수 있을까요?

1. 변화 받은 사람이 변화 시킬 수 있다. 1. 변화 받은 사람이 변화 시킬 수 있다. (먼저 자신이 변화 되어야 한다)(먼저 자신이 변화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1:8)(사도행전 1:8)
(로마서 1:17)(로마서 1:17)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 요한은 성령 받고 변화되어 사도가 되었다. 평범한 어부였던 베드로, 요한은 성령 받고 변화되어 사도가 되었다. 

(예)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바울 (행9장)(예)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 바울 (행9장)
(예) 마틴 루터 - 개교(예) 마틴 루터 - 개교
(예) 부흥 전도자 빌리 그래함 - 1934년 모르드개 함 목사로부터 예수 영접.(예) 부흥 전도자 빌리 그래함 - 1934년 모르드개 함 목사로부터 예수 영접.
(예) 나의 간증(예) 나의 간증
(예) 요한 웨슬러 - 감리교. 찬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예) 요한 웨슬러 - 감리교. 찬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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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 시킬 수 있다. 2. 기도하는 사람이 변화 시킬 수 있다. 

(1절: “제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1절: “제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행1:14)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행1:14)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
니라” 니라” 

예수님의 기도생활 예수님의 기도생활 
① 새벽: (막1:35)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① 새벽: (막1:35)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② 철야: (눅6:12)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② 철야: (눅6:12) “이 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③ 금식: (마4: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③ 금식: (마4:2) “사십 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주리신지라” 
④ 간절한 기도: (눅22: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④ 간절한 기도: (눅22:44)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같이 되더라” 

(예) 부르짖는 기도 - (렘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예) 부르짖는 기도 - (렘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
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예) 창32장 야곱의 기도 -에서 군사 400명. 얍복 강가에서 기도. 자신이 변화(예) 창32장 야곱의 기도 -에서 군사 400명. 얍복 강가에서 기도. 자신이 변화
(예)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 -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변화 (예) 위대한 성자 어거스틴 -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변화 
(예) 요한 웨슬러 - 새벽 4시(예) 요한 웨슬러 - 새벽 4시
(막9:29)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막9:29)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3. 협력하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 3. 협력하는 사람이 변화시킬 수 있다. 

(4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4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시133:1)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133:1)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마18:19-20)“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마18:19-20)“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
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 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엡4: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엡4:3)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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