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교
Sermon

“하나님 나라와 성령침례”
(The Kingdom of God and The Baptism of The Holy Spirit)



사경회(査經會)

성경을 조사하는 모임

bible study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밀접한 하나님의 나라와 성령의 관계



우리도 살아가야 할 삶



사람이 물 속에 빠지면 어떻게 될까
요?



침례식이 뭐 에요?



그렇다면 그 일은 언제 어떻게 일어
났을까요?



I.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
리 안에 살아 계실 때 일어납니다.



(롬 8:9, 새번역)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
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
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Rm 8:9, ESV) You, however, are not 
in the flesh but in the Spirit, if in fact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Anyone who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does not belong to him.



성령 the Holy Spirit

하나님의 영 the Spirit of God
예수의 영 the Spirit of Jesus
그리스도의 영 the Spirit of Christ
자녀로 삼으시는 영 the Spirit of 
adoption as sons



(롬 8:10, 새번역)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
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
명을 얻습니다.

(Rm 8:10, ESV) But if Christ is in you, 
although the body is dead because of 
sin, the Spirit is life because of 
righteousness.



9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계시면
if in fact the Spirit of God dwells in 
you

10절-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
if Christ is in you



(롬 8:14, 새번역)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
나님의 자녀입니다.

(Rm 8:14, ESV) For all who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are sons 
of God.



II. 성령 침례란 무엇일까요? 성령
침례는 몇 번 받는 것일까요?



(고전 12:13, 새번역) 우리는 유대 사람이
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
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
시게 되었습니다.

(1Co 12:13, ESV) For in one Spirit we 
were all baptized into one body--
Jews or Greeks, slaves or free--and 
all were made to drink of one Spirit.



성령 침례

마 3:11
막 1:18
눅 3:16
요 1:33

행 1:5
행 11:16

고전 12:13



(행 1:5, 새번역)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
아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Ac 1:5, ESV) for John baptized 
with water, but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not 
many days from now.



(행 11:16, 새번역) 그 때에 나는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Ac 11:16, ESV) And I remembered 
the word of the Lord, how he said, 
'John baptized with water, but you will 
be baptized with the Holy Spirit.'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God fearer)



(행 11:13, 새번역) 그 사람은, 자기가 천
사를 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곧 천사가 그의 집에 와서 서더니, 그에게
말하기를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
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Ac 11:13, ESV) And he told us how 
he had seen the angel stand in his 
house and say, 'Send to Joppa and 
bring Simon who is called Peter;



(행 11:14, 새번역) 그가 네게 너와
네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
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Ac 11:14, ESV) he will declare to 
you a message by which you will 
be saved, you and all your 
household.'



고전 12:13절에서 볼 수 있는 사실

1. 성령 침례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으
로 믿을 때 받습니다.

2. 우리는 성령 침례의 결과로 그리스도
의 몸의 지체가 됩니다.

3. 성령 침례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히 거하십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