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 일시 : 1월 3일(월) ~ 15일(토) 새벽 5시

                (토요일은 새벽 6시) 

l 주제 : 오직 성령으로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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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여의도순복음교회

1. 성령은 누구이신가?(고전 3:16, 고후 3:17)

    1. 전능하신 성령님(롬 15:19, 눅 1:35)

    2. 전지하신 성령님(요 14:26, 고전 2:10-11)

    3. 무소부재하신 성령님(시 139:7)

    4. 영원하신 성령님(히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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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령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요 14:26, 15:26)

    1.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성령님(요 14:26)

    2. 예수님을 증언하는 성령님(요 15:26)

    3. 심판하는 성령님(요 16:7-8)

    4. 진리로 인도하는 성령님(요 16:13)

    5.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령님(요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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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도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Ⅰ)

      - 중생(거듭남)과 성령의 내주하심(요 3:3-5)

    1.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님

        (롬 8:9, 딛 3:5, 롬 8:9-11)

    2. 내주하시는 성령님

        (고전 6:19, 3:16, 갈 4:6)

          ① 예수님의 가르치심(요 14:16, 17)

          ② 요셉의 예(창 41:38)

          ③ 사도 바울이 강조함

             (고전 3:16-17, 19, 고후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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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성도에게 나타난 성령의 역사(Ⅱ)

      - 확신과 성화(롬 8:16, 엡 3:16)

    1. 구원의 확신

        (롬 8:16, 요일 1:5-6, 고후 1:22)

   

    2. 성화(엡 3:16, 롬 8:2)

          ① 성화는 그리스도인의 한 평생 이루어 가야 할

               과제임(살후 2:13, 엡 2:22, 살전 5:23, 요 17:17)

          ② 성화의 완성은 그리스도와 같은 영화로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엡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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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령 침례와 방언(행 1:4-5) 

     -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침례와 방언

    1. 오순절날 임한 성령님(행 2:1-13)

    2. 사마리아에 임한 성령님(행 8:14-19)

    3. 사도 바울에게 임한 성령님(행 9:17-18)

    4. 고넬료에게 임한 성령님(행 10:44-46)

    5. 에베소 교회에 임한 성령님(행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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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성령의 은사(Ⅰ)(고전 12:4-8)

        1) 지혜의 은사

        2) 지식의 은사 

        3) 영분별의 은사

             1) 지혜의 말씀의 은사(고전 2:6-7)

             2) 지식의 말씀의 은사(고전 1:5)

             3) 영분별의 은사

                 (고전 12:10, 14:29, 요1서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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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성령의 은사(Ⅱ)(고전 12:8-11)

    1. 능력의 은사(고전 12:9)

        1) 병고침의 은사

        2) 기적의 은사 

        3) 믿음의 은사

    2. 발성의 은사(고전 12:10-11)

        1) 방언의 은사

        2) 방언 통역의 은사

        3) 예언의 은사

8. 성령의 은사(Ⅱ)(고전 12:8-11)

    1. 능력의 은사(고전 12:9)

        1) 믿음의 은사(마 17:20)

        2) 병고침의 은사

             (고전 12:28, 30, 사 53:5, 막 16:18)

        3) 능력 행함 기적의 은사(고전 12:28-29)

    2. 발성의 은사(고전 12:10-11)

        1) 예언의 은사(고전 13:2, 8, 14:1)

        2) 방언의 은사(막 16:17)

        3) 방언 통역의 은사(고전 12: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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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성령의 열매(Ⅰ)(갈 5:22-23)

     -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열매

 
   1. 사랑(롬 5:5)

    2. 희락 

    3. 화평

9. 성령의 열매(Ⅰ)(갈 5:22-23)

     -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의 열매

 



2022년도 신년축복 열두광주리 새벽기도회  ●  11

10. 성령의 열매(Ⅱ)(갈 5:22-23)

      -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열매

    4. 오래 참음

    5. 자비

    6. 양선

10. 성령의 열매(Ⅱ)(갈 5:22-23)

       - 나와 이웃과의 관계에서의 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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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성령의 열매(Ⅲ)(갈 5:22-23)

    7. 충성

    8. 온유

    9. 절제(벧후 1:6)

12. 성령과 선교(요 20:21-22, 행 1:8)

    1.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지상 명령

        (마 28:18-20)

    2.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는 선교

        (요 20:21-22, 행 1:8)

11. 성령의 열매(Ⅲ)(갈 5:22-23)

    7. 충성(faithfulness/고전 4:2, 마 25:21)

    8. 온유(gentleness/마 5:5, 11:29, 민 12:3)

    9. 절제(self-control/벧후 1:6, 잠 25:28, 고전 9:25)

12. 성령과 선교(요 20:21-22, 행 1:8)

    1.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지상 명령

        (마 28:18-20)

    2. 성령의 권능이 함께 하는 선교

        (요 20:21-22, 행 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