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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하라 break through 

본문: 고후 10:3-4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으랴?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된장은 생활에 필수적인 

양식입니다. 그런데 그를 만들려면 구더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은혜”와 “은사들”은 신앙생활에 있어 필수적입니다. 신령한 젖을 먹어야 믿음이 

자라며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벧전 2:2). 

 

그런데 이처럼 은혜와 은사를 갈망하고 받을 때 구더기같은 더럽고 악한 존재들로부터 

공격당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말 수양회를 끝마치고 귀가하는 날 오후에 3 가지 

사건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시간이 지체되고 애간장이 타고 
노력이 들어 갔지만, 모두 당일에 “돌파” breakthrough 되어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되 세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대하지 않는 

점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벌어진 문제이되 그 이면에 작용하는 영적 실상을 

인지함으로 “강력,” 즉 “신적 능력”으로 해결함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For though we live in the world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을 지라도), we do not 

wage war as the world does (우리는 세상이 전쟁을 대하듯 전쟁을 대하지 않습니다). 

The weapons we fight with are not the weapons of the world (이 세상의 무기가 

아닙니다). On the contrary, they have divine power to demolish strongholds 

(견고한 진을 파하는 신적 능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엡 6:12). 

 

사실 우리 신앙인들은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 신앙인이 보이는 

것에 묶여 있다면 제대로 신앙을 갖고 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For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고후 5:7). 

  

전쟁은 우리가 치루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블레셋군대] 우리[다윗과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리라” (삼상 17:47). 

 



2 

 

영적 돌파에 패턴이 있습니다. 

1.여호와가 선두입니다. 2.왕이 선봉에 섭니다. 3.군사가 대적의 문을 돌파해 

나아갑니다. 

“길을 여는 자[하나님]가 그들의 앞서 올라가고 그들은 달려서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좇아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 행하며 여호와께서 선두로 행하시리라” (미 

2:13)  

The One who breaks open the way will go up before them; they will break through 

the gate and go out. Their King will pass through before them, the Lord at their 

head." 
 

우리 주님 예수님은 돌파 승리의 근원이십니다. 예수님은 그의 생애 동안에 늘 

승리하셨습니다. 이는 한 번도 그의 원수가 그를 이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도 그는 승리하셨습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어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골 2:15).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셨고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망과 무덤까지도 이기셨습니다.  

선지자들의 승리에 가득 찬 선포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사망아! 네 재앙이 어디 있느냐? 음부야! 네 멸망이 어디 있느냐?...내 목전에 

숨으리라"(호 13:14, 사 25:8)라는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이 그를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의 유익을 위하여 "길을 

여는 자" Waymaker 가 되십니다. 자신의 승리를 통해 그는 우리들의 영적 원수들의 

세력을 궤멸시키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들이 당하는 영적 싸움에서 돌파하여 

승리토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들은 무엇보다 먼저  

1)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선두로 앞세우십시다. 

2)믿음의 지도자를 따라 나아갑시다.  

3)그리하여 대적의 문을 돌파하십시다. 

 

우리 모두 언제 어떤 상황이던 두려워 말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늘 “돌파”breakthrough 해 전진하시어 승리해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빛교회 민경수목사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