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님의 이름을 부름 

메시지 4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모든 풍성을 누리기 위해 주님의 이름을 부름  
성경 구절: 행 2:21, 시 116:13, 사 12:3-4, 롬 10:12 

I.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행 2:21. 

A. 성경은 주 예수님의 구원이 온전하고 완전함을 보여준다. 

1.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을 포함한다 — 요 3:16-17. 

2. 하나님의 구원은 그리스도를 확대하기 위한 우리의 매일의 일상생활에서의 주관적인, 

체험적인, 계속적인 구원을 포함한다, 이 구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지 않는 

실패로부터 구원되고, 그리스도를 확대하지 않는 패배에서 구원된다 — 빌 1:19, 2:12. 

3. 생명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원(롬 5:10)은 우리의 옛 사람, 우리의 자아, 그리고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으로부터 우리를 기질적으로 구원한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단계들에 

의해서 이다. 

a. 거듭남 — 요 3:3, 5-6. 

b. 거룩하게 됨 — 롬 6:19, 22. 

c. 새롭게 됨 — 12:2, 엡 4:23. 

d. 변화됨 — 롬 12:2, 고후 3:18. 

e. 형상을 본받음 — 롬 8:29. 

f. 영광스럽게 됨 — v. 30. 

4. 하나님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시는 구원이다—히 7:25. 

a. 히브리서 7 장 25 절에서 철저히(uttermost)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온전함이라는 헬라어 단어와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철저히 

구원된다는 것은 온전함 안으로 구원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b. 하나님의 신성한 아들은 성육신되시고, 이땅에서 사시고, 죽음을 통과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온전하게 되셨다; 그분의 온전하게 되심 안에는 탄식과, 

헛됨과, 썩음과 종노릇함과 부패됨이 없다 — 5:9, 7:22-28. 

c. 철저하게 구원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온전함 안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온전하게 

되신 분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죽음의 부산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온전함 안으로 옮겨오실 수 있으시다. 

5. 5.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종결은 새 예루살렘일 것이다 — 계 21:2, 9-10. 

B.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시 116:13. 

1. 하나님의 풍성하고 완전한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진 잔이며 몫이다. 그리고 이 잔을 

마시고 이 구원에 참여하는 방법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2. 이러한 구원의 잔 안에서, 하나님 그분 자신과 그분의 모든 어떠하심은 우리의 몫 —

우리의 영원한 축복—이 된다. 고전 10:16, 시 73:25-26. 

C.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물을 길으리로다 / 구원의 우물들에서….그분의 이름을 

부르라!”— 사 12:3-4. 

1. 이사야서 12 장 2 절은 구원이 하나님 자신임을 분명하게 계시해주고 있다; 신약에서 

구원이신 “야(Jah) 여호와”는 육체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마 1:21. 

2. 하나님을 우리의 구원으로 받는 길은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긷는 것, 즉 그분을 

마시는 것이다 — 시 36:8, 요 4:14. 

3. 기쁨과 찬양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긷는다. 

II. “한 분 주님께서 모든 사람의 주님이 되시고, 그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시기 

때문입니다.”— 롬 10:12. 

A. 그리스도 그분 자신은 우리의 측량할 수 없이 풍성하신 몫이시고 유업이시다 — 엡 3:8. 



1. 그리스도의 풍성은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이다. 

a.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요 1:1) 그분은 사람이시다 (v. 14); 그분은 아들이시고 (v. 

18), 그분은 또한 아버지이시고 (사 9:6) 또한 그 영이시다 (고전 15:45b). 

b. 그분은 사랑, 생명, 빛, 의, 거룩, 능력, 힘, 강력, 인내, 그리고 겸손이시다—엡 

3:19a, 골 3:4, 고전 1:30, 24, 빌 4:5, 2:5-11. 

c. 그분은 모든 신성한 속성들과 인간적인 미덕들의 실제이시다—요 4:6, 사 4:2. 

d. 그분은 우리의 공기이시고, 음식이시고, 마실 물이시고, 빛이시고, 옷이시다 — 요 

20:22, 6:35, 7:37-39, 8:12, 말 4:2, 갈 3:27. 

e.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것 이시다 — 골 1:12, 2:6, 16-17. 

2. 그리스도의 풍성은 그분이 가지신 것이다 — 히 1:2. 

a. 그분의 어떠하신 모든 것이 그분이 가지신 것이다.  

b. 그분은 능력이시며, 그분은 능력을 가지셨다, 그분은 사랑이시며, 그분은 사랑을 

가지셨다; 그분은 생명이시며, 그분은 생명을 가지셨다. 

3. 그리스도의 풍성은 그분이 완수하시고, 성취하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시고, 얻으신 

것이다. 

a.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요 1:3, 히 1:10-12), 구속을 성취하시고 (사 53:4-10), 

부활을 완성하시고 (롬 1:3-4), 이제 그분은 하늘들에 계신다. (엡 4:10). 

b. 그분은 하늘들과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도달하셨다 (히 1:3, 2:10). 

c. 그는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머리되심과, 지배 권위와, 왕국과, 그리고 보좌와 

함께 왕국을 얻으셨다 (v. 9, 엡 1:19-23, 행 2:36, 마 28:18 계 3:21). 

4.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누림으로써, 그리스도안의 믿는 이들은 그리스도의 

충만이자 그분의 표현 (엡 1:22-23), 그리고 하나님의 거처이자 (2:21-22, 딤전 3:15) 

하나님의 왕국 (마 16:18-19, 롬 14:17)인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건축되어 진다.  

B. 우리가 주님을 믿은 이후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분의 풍성을 누리기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기 위한 비밀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롬 10:12-13. 

1. 우리가 부르는 것은 주님의 풍성안으로 들어가기 위한 열쇠이다. 

2. 로마서 10 장은 우리가 입으로 “주 예수님” 이라고 시인하여야 한다고 말한다(9 절); 

우리는 단순히 마음만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입을 사용하여야 한다; 입을 가진 

빈 그릇들로서 우리는 주님의 풍성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입을 활짝 열어야 

한다 — 시 81:10. 

3.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우리는 스스로 분발하여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 우리가 

실망하거나 침체되어 있을 때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향상되고 분발할 수 있다 

— 사 64:7. 

4. 당신이 부를 때, 당신은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있다; 당신이 부르지 않을 때, 우리는 

그분의 임재를 느낄 수 없다; 부르는 것은 그분의 실제적인 임재의 누림 안으로 우리를 

이끈다 — 신 4:7; 시 145:18. 

5. 우리는 저절로, 즉시, 계속해서, 항상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실행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 86:3; 116:2; cf. 살전 5:17. 

6. 당신이 집에 있을 때 당신은 부르는것이 필요하다; 당신이 부엌에 있을 때 당신은 

부르는것이 필요하다; 당신이 사무실에 있을 때 당신은 부르는것이 필요하다; 당신이 

거리에 있을 때 당신은 부르는것이 필요하다; 당신이 약할 때 당신은 부르는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실행하는 것을 회복하는 

시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