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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OPEN! Ⅲ. 

확장의 문을 여는 사람들 (갓 지파의 부르심) 
 
 

1. 확장의 축복 (수평적 확장 - 땅의 복)  

- 히브리적 세계관 : 하늘이 확실하기에 땅에 관심, 하늘에서 출발 

 

성경의 열린 문은 축복의 문이다.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두신 열린 문은 축복의 문, 생명의 문, 구원의 문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열린 

문이 되어주셨다. 모든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된다. 복의 근원은 

물 근원과 같다. 그곳으로 시작된 물이 나중에 강을 이루고, 거대한 바다로 확장된다.  

 

복의 확장의 개념이 에덴동산에 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복을 사방으로 확장시킬 수 있는 능력을 사람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복은 생명이다. 생명은 고여있거나 정체되어 있지 않다. 

흐른다. 뻗어간다. 확장된다.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태초에 기록된 복이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물 근원이 바뀐 것이다. 다른 물이 나오는 

것이다. 욕망과 야망의 물이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네 배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온다’ 말씀하셨다. 놀라운 축복이다. 더러운 물을 

정화시킨 개념이 아니라, 물 근원이 바뀐 것이 구원이다. 그 개념이 ‘에덴동산’에 있다. 에스겔 47장에 있다. 에덴으로부터 출발된 4개의 

강을 통해 온 땅이 복을 얻는다.  

 

(1) 에덴의 네 강물  

[창세기 2:10-14] 10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11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12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14 셋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앗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2) 에스겔 47장 

[에스겔 47:9, 12] 9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에스겔 47장의 물을 통해, 닿는 곳마다 생명과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생물이 산다. 고기가 많아진다는 것은 수질이 좋다는 것이다. 

이 생명의 물이 확장된다. 물의 출처는 성소이다. (12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성령이 임하실 때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땅 끝까지 흐르게 된다 (사도행전 1:8). 축복은 무엇인가? 번성하게 된다.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말하면, 확장을 말한다.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다.  

 

2. 바벨탑 - 수평적 확장이 아닌 수직적 확장  

- 헬라적 세계관 : 하늘이 불확실하기에 하늘에 관심 (땅에서 출발)  

 

바벨탑은 확장의 개념이 아니다. 확장이 없다. 위로 쌓아갈 뿐이다. 정체될 뿐이다. 정체는 에스겔 47장의 진펄과 개펄을 말한다. 

정체는 타락을 의미한다. 정체는 움직이 없다는 것이다. 변질을 말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을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가야 한다. 움직여야 한다.  

 

3. 마지막 때는 가속도의 때 (Go and Acceleration) 

마지막 때는 가속도의 때이다. 그래서 달려야 한다. 진짜 영향력은 무엇인가? 위로 쌓아 올리는 것이다. 동서남북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작지만 영향력이 있어야 한다. 영향력이 능력이다. 내 영향력이 아니라,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다. 지경이 넓혀지는 것이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돌들을 제거해야 한다. 약속의 땅의 확장은 전쟁을 통해 확장되었다.  

 

4. 갓 지파를 통한 확장 

싸울 수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 지파의 확장에 중요한 역할을 한 지파가 ‘군대’라 불리는 갓 지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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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 33:20] 갓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20 About Gad he said: "Blessed is he who enlarges Gad`s domain! Gad lives there like a lion, tearing at arm or head. 

 

갓 지파의 부르심을 보라. ‘광대하시게 하는 - 확장 시키는’ Blessed is he who enlarges Gad`s domain!  

축복을 받았다. 야곱을 통하여 열두 지파의 복을 주신다. 서로 다른 열두 지파가 하나로 모인 나라가 이스라엘이다. 

 

(1) 갓 지파 

갓은 ‘군대’이다. (KJV - 군대가 오는도다)  / 이기다. 공격하다. 추격하다. 갓은 끝까지 싸우는 용사들이며,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승리를 거두는 지파이다. 

 

[창세기 30:9-11] 9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였더니  

10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으매 11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11 And Leah said, A troop cometh: and she called his name Gad. 

 

[창세기 49:19]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19 Gad, a troop shall overcome him: but he shall overcome at the last. (결국 끝에는 그가 이기리로다) 

 

(2) 하나님을 신뢰하는 용사들 

[역대상 5:18-22] 18 르우벤 자손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서 나가 싸울 만한 용사 곧 능히 방패와 칼을 들며 활을 당겨 

싸움에 익숙한 자는 사만 사천칠백육십 명이라 19 그들이 하갈 사람과 여두르와 나비스와 노답과 싸우는 중에 20 도우심을 

입었으므로 하갈 사람과 그들과 함께 있는 자들이 다 그들의 손에 패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21 그들이 대적의 짐승 곧 낙타 오만 마리와 양 이십오만 마리와 나귀 이천 

마리를 빼앗으며 사람 십만 명을 사로잡았고 22 죽임을 당한 자가 많았으니 이 싸움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았음이라 그들이 

그들의 땅에 거주하여 사로잡힐 때까지 이르렀더라 

 

갓 지파는 용사들이다. 이들의 싸움의 비결이 성경에 있다(20절). 이들의 싸움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용사들이다. 지금은 갓 지파와 같은 용사들이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용사들, 갓 지파를 지금 세우고 싶어 하신다. 

이들이 나아갈 때 ‘확장’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갓 지파의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셨다.(22절) 절대 그냥 확장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갓 

지파와 같은 용사들을 세우셔서 확장하셨다. 약속의 땅에서 확장을 원하는가? 선교지, 일터, 가정 등 - 갓 지파로 서야 한다.  

 

(3) 킹 메이커 

[역대상 12:8] 갓 사람 중에서 광야에 있는 요새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요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의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어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 용사 갓 지파가 다윗을 도왔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위해 갓 지파를 준비 

시키셨다. 이들이 있었기에 승리할 수 있었다. 확장할 수 있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다.  

 

ㄱ) 용사, 싸움에 익숙한 자 - 용감하고 잘 훈련된 군인들.  

ㄴ)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 - 전투의 경험이 많았다는 것이다. (실전 경험이 많은 사람들)  

ㄷ) 사자 - 사자의 용맹함. 두려움이 없는 자들.  

ㄹ) 산의 사슴 - 사슴 같은 민첩함. 어려운 산악 지형의 사슴을 잡기가 어렵다.  

 

(4) 평신도 리더십 – 업그레이드 

[역대상 12:14] 이 갓 자손이 군대 지휘관이 되어 그 작은 자는 백부장이요, 그 큰 자는 천부장이더니 

 

갓 지파는 누구인가? 실전 경험을 한 사람들이다. 이들이 바로 교회의 성도들이다. 이제 하나님이 실전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성도들을 군대 지휘관으로 업그레이드 하실 것이다. 한 사람이 백 명을 감당하고, 한 사람이 천 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일어날 것이다. 

이제 교회는 갓 지파의 콜링으로 일어나야 한다. 조이풀은 갓 지파를 세울 것이다. 예배하는 레위 지파가 있다. 이제 실전 경험이 있는 

갓 지파가 하나님의 군대로 서서 확장의 문을 열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