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로마서�묵상� 37�

(2/26/2021,�금)�

찬양:�364(482)(내�기도하는�그�시간)�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

다.�

말씀읽기:�로마서� 8:23-27�

말씀에�대한�이해�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주님을� 믿는� 성도들도� 구원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말하면서,� 그러한� 소

망�가운데�이�땅을�살아가는�성도들을�도우시는�성령님의�역사를�가르친다.� � �

말씀�속에�담아�주신�메시지�

탄식하며� 구원을� 기다리는� 성도들.� 바울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라는� 표현으로� 성도들을� 묘사

한다.�23 절� � 그뿐�아니라�또한�우리�곧�성령의�처음�익은�열매를�받은�우리까지도�속으로�탄식하여�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기다리느니라.� 이� 구절은�예수님을�믿는�자들이�성령을�받은�사실을�상기�시킨다.� 바

울이� “처음�익은�열매”라고�표현한�이유는,�아마도�성령께서�첫�열매를�축하하는�칠칠절�혹은�오순절에�오셨기�

때문이다.� 바울은� 첫� 열매를� 거두는� 칠칠절(오순절)에� 성령의� 임재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믿

는� 성도들은� 성령의� 첫� 열매이며� 앞으로� 구원의� 역사가� 계속되어� 열매들이� 지속적으로� 맺혀질� 것임을� 은유적

으로�표현한�것으로�보인다.� �

바울은� 믿음으로� 성령을� 받은� 성도들� 역시� 탄식하면서� 종말에� 있을�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기다린

다고�말씀한다.� “우리가�소망으로�구원을�얻었으매”�라는�표현은,�소망이�구원의�조건이라는�말이�아니라,�믿음

으로�구원받은�자들이�하나님의�종말론적�구원의�완성과�영광을�간절히�소망한다는�의미를�담고�있다.� 믿음의�

사람은�소망의�사람이다.� �

바울은�더�나아가,� 그렇게�소망하는�성도들은�참음으로�기다려야�한다고�권면한다.�25 절� � 만일�우리가�보지�

못하는�것을�바라면�참음으로�기다릴지니라.�소망의�사람에게�필요한�것은�참고�기다리는�것이다.�믿음의�사람

은�소망하며,� 소망하는�사람은�인내해야�한다.� 성도는�인내를�통하여�믿고�소망한�것의�실현을�경험하게�된다.�

성경은�성숙한�믿음의�사람은�인내하는�사람임을�가르친다.�약� 1:4� � 인내를�온전히�이루라�이는�너희로�온전

하고�구비하여�조금도�부족함이�없게�하려�함이라.� 히� 12:1� � 이러므로�우리에게�구름�같이�둘러싼�허다한�증

인들이�있으니�모든�무거운�것과�얽매이기�쉬운�죄를�벗어�버리고�인내로써�우리�앞에�당한�경주를�하며.�

성령님은�장차�나타날�하나님의�영광을�고대하며�이�땅에서�성화를�이루며�살아가는�성도들을�도우신다.�26 절�

�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없는�탄식으로�우리를�위하여�친히�간구하시느니라.�본문에서�말하는� “연약함”은�육체적인�부분을�포함하여�

인간이�가진�모든�종류의�연약함을�아우르는�말이다.�인간은�육적인�연약함�뿐만이�아니라,�영적,�지적,�심리적,�

정신적�연약함을�가진�깨어지기�쉬운�존재이다.�성령님은�연약한�우리를�친히�도와�주신다.� �

예수님은�승천하시기�전에�제자들에게�보혜사�성령님의�임재를�약속하였다.�요� 14:18,�26-27��18.�내가�너희

를�고아와�같이�버려두지�아니하고�너희에게로�오리라� 26.� 보혜사�곧�아버지께서�내�이름으로�보내실�성령�그

가�너희에게�모든�것을�가르치고�내가�너희에게�말한�모든�것을�생각나게�하리라� 27.� 평안을�너희에게�끼치노

니�곧�나의�평안을�너희에게�주노라�내가�너희에게�주는�것은�세상이�주는�것과�같지�아니하니라�너희는�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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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근심하지도�말고�두려워하지도�말라.� �

아울러�성령님은�연약하여�어떻게�기도해야�할지를�모르는�우리를�위해�친히�간구하신다.� 성령님은�우리를�감

동하시어�기도하게�하시고�기도를�가르쳐�주시면서,�동시에�우리를�위해�친히�기도하신다.�바울은�우리의�마음

을�살피시는�하나님께서�성령의�생각을�아신다고�말씀한다.�27 절� �마음을�살피시는�이가�성령의�생각을�아시

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계시는�성령의�생각을�아시고,�성령은�하나님의�뜻대로�성도를�위하여�간구하신다.�결국�성삼위일체�하나

님은�서로�완전하게�교통하시며�한� 본질로서�역사하시는�가운데�인간의�마음을�온전히�꿰뚫어�보시며,� 인간의�

뜻이�아닌�하나님의�뜻을�구하고�알게�하시고,�그�뜻을�간구하게�하신다.� �

그렇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하면서� 그� 뜻을� 간구하는� 것이어야� 한다.� 우리가� 성령께� 의

지하며�성령의�인도하심을�따라�기도할�때�하나님의�뜻을�찾고�간구하게�된다.� 오늘�본문은�우리로�하여금�우

리의� 기도생활을� 깊이� 성찰하게� 한다.� 기도는� 내� 요구만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고� 그� 요구가� 이루어지기만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는�나의�개인적인�요구와�바램을�마치�어린�자녀가�부모에게�요청하듯�요청할�수�있다.� 그러나�기도는�그

러한�개인적�욕구를�충족시키는�수단�정도에�그치는�것이�아니라,�하나님과의�긴 한�영적인�대화이며,�무엇보

다도�하나님의�뜻을� 구하고�이루어�드리는�것을� 목적으로�하는� 것임을�알아야�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 6:33)고� 말씀하

셨다.� �

우리는�성령님으로�말미암아�무엇을�기도해야�할지를�알게�되며,� 성령님�안에서�성령님께�이끌림�받아�기도하

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할� 때� 성령님을� 초청하고� 의지하며� 기도해야� 한다.�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성령님

께� 여쭈어야� 한다.� 아울러� 기도의� 능력을� 달라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가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성령님

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마음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깊이� 기도하게� 하신다.� 결국� 주님은� 연약한� 우

리의�신앙의�여정을�친히�인도하시는�것이다.� �

주님을�모시기�원하는�사람은�내�안을�비워야�한다.� 주님의�뜻을�구하는�사람은�먼저�내�뜻을�내려�놓아야�하

며,�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부인해야만� 온전히� 따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진정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는�기도를�드리기�원하는�사람은�나의�뜻을�내려�놓는�영적�훈련이�필요하다.�나를�내려�놓지�못할�때,�우

리는� 종종� 기도하면서도�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거나,� 어떤� 경우에는� 내� 생각과� 내� 뜻인데도� 하나님의� 생각

과�뜻이라는�착각에�빠지기도�한다.� 보다�성숙한�기도로�주님께�나아가기를�원하는�성도는�예수님의�겟세마네

의�기도를�늘�묵상하면서�예수님의�기도를�드리기�위해�힘써야�한다.� �

나에게�주시는�주님의�음성,�주신�말씀을�가지고�드리는�기도,�주신�말씀을�어떻게�실천할�것인가?�

함께�나눌�기도제목�

1.�소망�가운데�주의�영광을�고대하면서,�이�땅의�진정한�회복을�위한�기도를�멈추지�않게�하옵소서.� �

2.�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시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

어�드리는�믿음의�삶을�살게�하옵소서.� �

3.� 다양한� 종류의� 어려움과� 핍박과� 환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 오늘도� 성령충만의� 은혜� 가운데�

영적�승리를�얻게�하옵소서.� �

4.�오늘�하루의�삶이�주님께�합당하게�하시고,�우리의�입술의�모든�말과�마음의�묵상이�주님�앞에�열납되게�하

옵소서(시� 19: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