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7-2010 주간 메시지 

성시: 시편 12:1-8 

본문: 사도행전 2:1-21 

제목: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예배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신이 고난을 당하신 후 자신이 

부활하심을 제자들에게 사십일 동안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왕국)에 관한 일들을 말씀하셨다. 또한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셨다. 또한 그 

아버지의 약속이 이스라엘에 왕국의 회복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이라고 다시 한 번 말씀하신 것이다 (행 1:2-

8) 

     주님께서는 고난 받으시기 전에 이미 성령님에 

관하여 말씀하셨다: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은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며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한 

너희 안에 계실 것임이라.”(요 14:16-17) 

 “그러나 내가 진리를 말하노니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만일 내가 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라. 그분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 가므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며 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요 16:7-11)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약속에 관하여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라고 증거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이는 

아브라함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방인들에게 

미치게 함이며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갈 3: 13-14) 

 

       오늘 본문에 아브라힘의 복이 임하기를 기다리는 

120 명 정도되는 유대인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가 

되어 성령의 약속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때에 오순절 

날이 되자 약속의 성령께서 처음으로 이 지상에 내려오실 

때 일어난 일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갑자기 거친 

강풍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안을 가득 

채웠다.  또 거기에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 

나타나 그들 각 사람 위에 머물렀다. 그때 그들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성령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성령님의 

임재가 그들 안에 충만하게 된 것이다. 

 

     오래 전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안약궤를 지성소 안으로 들여왔을 때에 참석한 모든 

제사장들이 성결케 되었으며, 또 노래하는 레위인들과 

나팔부는 120 명의 제사장들이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나팔부는 자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하나가 되어, 한 소리로 

주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그들이 나팔과 심벌즈와 

악기들과 함께 그들이 음성들을 높여 주를 찬양하며 

말하기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하였을 때 주의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차게 

되었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구름같이 임한 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서서 섬길 수 없었는 바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을 기득채웠기 때문이었다 (대하 5:1-14). 

 

     이방인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 전에 주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 위에 임한 것이다. 초실절이 

지나고 드디어 오순절이 되었을 때 모든 민족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먼저 

120 명의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주셨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제는 솔로몬 성전이 아닌 사람의 몸 안에 

성령의 충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불의 혀 모양으로 나타나신 성령께서는 각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방언들로 말하게 하심으로써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명령하신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행 1:8)이 되는 시작을 하였던 

것이다. 

     초대교회 유대인 성도들은 사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에도 한 곳에 모여 모두 하나가 되어 기도에 힘썼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고 누가는 증거하고 있다: 

“이제 주여, 그들의 위협함을 살피시어 주의 종들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주의 손을 펴시어 

병을 낫게 하시며, 또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하신 

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하더라.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진동하더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더라.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혼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가 없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쓰더라. 그리하여 사도들이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큰 은혜가 

모두에게 있더라.”(행 4:29-33) 

 

     그렇다! 오늘날에도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 모일 때 마다 회개하며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며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성령충만을 받지 못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으며,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으면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같은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성령 안에서 

“술취하지 말라. 그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엡 5:18)고 증거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지속됨을 믿고 다시 한 번 돌이켜 

회개하고 모여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또한 성령과 능력의 나타남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복음을 전파하며 

아브라함의 복을 전하는 복된 자들이 되자! 할렐루야!  



1-17-2010 weekly message 

Meditation: Psalms 12:1-21 

Main scripture: Acts 2:1-21 

Subject: The worship service in the presence of the Holy 

Ghost 

     Jesus Christ showed himself alive after his passion, 

being seen of them forty days, and speaking of the things 

pertaining to the kingdom of God. And being assembled 

together with them, commanded them that they should not 

depart from Jerusalem, but wait for the promise of the 

Father. And the promise of the Father was not the 

restoration of the kingdom of Israel, but the promise of the 

Holy Ghost (Acts 1:2-9) 

 

     Lord Jesus already had spoken to his disciples before his 

passion: 

 “ 
16

And I will pray the Father, and he shall give you 

another Comforter, that he may abide with you for 

ever; 
17

Even the Spirit of truth; whom the world cannot 

receive, because it seeth him not, neither knoweth him: 

but ye know him; for he dwelleth with you, and shall be 

in you. “(John 14:16-17) 

“ 
7
Nevertheless I tell you the truth; It is expedient for 

you that I go away: for if I go not away, the Comforter 

will not come unto you; but if I depart, I will send him 

unto you. 
8
And when he is come, he will reprove the 

world of sin, and of righteousness, and of judgment: 
9
Of 

sin, because they believe not on me; 
10

Of righteousness, 

because I go to my Father, and ye see me no more; 
11

Of 

judgment, because the prince of this world is judged. 

“(John 16:7-11) 
     Apostle Paul testified of the promise of the Holy Ghost 

as the blessing given to Abraham: 

“ 
13

Christ hath redeemed us from the curse of the law, 

being made a curse for us: for it is written, Cursed is 

every one that hangeth on a tree: 
14

That the blessing of 

Abraham might come on the Gentiles through Jesus 

Christ; that we might receive the promise of the Spirit 

through faith. “(Gal. 3:13-14) 

 
     In the main passage, there are about 120 people 

gathering together, and praying for the promise of the Holy 

Ghost which was given to Abraham. When the day of 
Pentecost was fully come, the Holy Ghost of promise came 
down the earth for the first time. And suddenly there came 
a sound from heaven as of rushing mighty wind, and it 
filled all the house where they were sitting. And there 
appeared unto them cloven tongues like as of fire, and it sat 
upon each of them.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Ghost, and began to speak with other tongues, as the Spirit 

gave them utterance. The presence of the Holy Ghost was 
full within them. 
 
     Long time ago, the king Solomon brought the ark in the 

most holy place after he completed to build the temple. All 
the priests that were present were sanctified. Also the 
Levites which were the singers were with an hundred and 
twenty priests sounding with trumpets. It came to pass, as 
the trumpeters and singers were as one, to make one sound 

to be heard in praising and thanking the LORD; and when 
they lifted up their voices with the trumpets and cymbals 
and instruments of music and praised the LORD, saying; 

For he is good; for his mercy endureth for ever: that 
then the house was filled with a cloud, even the house of 

the LORD; So that the priests could not stand to minister 
by reason of the cloud: for the glory of the LORD had filled 
the house of God (2Chron. 5:1-14) 
 
     Before the blessing of Abraham was given to the 

Gentiles, the glory of the LORD God came upon Israel first. 
Passing the day of first fruits, when the day of Pentecost 
came, 120 people of Israel were chosen to pour them the 

Holy Ghost first to give the eternal life through the Holy 
Ghost to the all nations of people. The glory of God was 
manifested within the body of men through the fullness of 
the Holy Ghost, not in the temple of Solomon. The Holy 
Ghost appeared as the cloven tongues like as of fire sitting 
upon each of them, and they began to speak with other 
tongue, as the Spirit gave them utterance. It was the 
beginning of the preaching the gospel as the witnesses of 

Jesus through the power of the Holy Ghost from Jerusalem, 
all Judea, and Samaria and the uttermost parts of the earth 
(Acts 1:8). 
     Jewish Christians of the early church gathered together 

in one place with one accord, and prayed fervently when 
the apostle were persecuted; then they were filled with 
Holy Ghost again, and spoke the word of God with 
boldness. Luke testified of this: 

   “
29

And now, Lord, behold their threatenings: and 

grant unto thy servants, that with all boldness they may 

speak thy word,  

   
30

By stretching forth thine hand to heal; and that 

signs and wonders may be done by the name of thy holy 

child Jesus.  

   
31

And when they had prayed, the place was shaken 

where they were assembled together; and they were all 

filled with the Holy Ghost, and they spake the word of 

God with boldness.  

   
32

And the multitude of them that believed were of one 

heart and of one soul: neither said any of them that 

ought of the things which he possessed was his own; but 

they had all things common.  

   
33

And with great power gave the apostles witness of 

the resurrection of the Lord Jesus: and great grace was 

upon them all.”(Acts 4:29-33)  

 
      Yes! Even nowadays, whenever we gather together to 
repent with one accord, and pray in the midst of affliction, 
we shall be filled with the Holy Ghost; and someone shall 
be born again of the Spirit. Unless we are clothed with 
fullness of the Holy Ghost, the power of the Spirit could 
not be manifested nor the power of the word of God 
appearing the cloven tongues as of fire. Apostle Paul 

testified in the Spirit, saying, “And be not drunk with 

wine, wherein is excess;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Eph.5:18) Believing that God is good, and his 
mercy is endures forever, let’s gather together to repent and 
pray in the presence of the Holy Ghost to be filled with the 
Spirit! Through the manifestation of the Spirit and power, 
let us preach the gospel of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to give the blessing of Abraham all nations! Halleluja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