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령(The Holy Spirit)  

 

I. 장 성령의 소개  

 

1. 삼위일체  

  1]. 한 하나님이시나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시다        

  2]. 히브리에서  

        단수 한 하나님을 El,  

        둘을 Elah,  

        둘이상을 Elohim  

        창세기 1: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창세기 1:1     태초에 하나님(Elohim)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 성령은 신격자(지,정,의를 가지심)시다  

  1]. 성령을  

        히(ruach호흡)   

        헬(pneuma바람혹은 공기라는 뜻)  

        성령은 힘이나 영적 본질이 아니고 인격자시다.  

        초대교회시대에 이단 교리를 주장한 Arias  

        Arian 이단교리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 시고  

                아들예수는 피조물이라 했고  

                성령은 영적힘의 본질이며 지정의가 있는 사람으로 말한다면 인격자가 

아                니다  



  2]. 성령은 인격자  

     1). 성령은 찾으시는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  

     2). 자기의 뜻에 따라 은사를  주신다  

     3). 성령은 마음을 소유 하신다  

     4). 성령은 사랑하신다  

     5). 성령의 역사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 하실 것이다.  

     6). 성령을 ‘보혜사’ Comforter(Paracletos)  

        옆에서 도우시는 분이다.  

3. 인격자로써 행하심  

  1]. 말씀 하심  

  2].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심  

  3]. 가르치시심  

  4]. 인도하시고 금하심  

  5]. 사람과 다투심  

4. 성령은 인격자로 영접  

  1].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에베소 4:30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2]. 우리에게 모욕 당하심  

  3]. 성령을 속이고(행 5:4)  

  4]. 성령을 훼방하고  

  5].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이 인격자로써 동일시  



     1). 침례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2). 축도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한다  

        고린도후서 13:13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        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3). 성령과 믿는 자들이 하나이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 아무 짐도 너희에게..행15:28  

II. 장 성령은 하나님  

1. Shema에서 삼위일체를 볼 수 있다.  

  1]. 신명기 6: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is] one LORD: (Deut 6:4)  

        God을 Elohim 을복합 단일체인 echad  

        절대적 하나는 yacheed  

2. 성령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다.  

  1]. 영원 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성령 히 9:14  

  2]. 전지하심  

  3]. 무소부재하심  

  4]. 전능하심  

3. 성령안에서 하나님의 역사  

  1]. 청조시에 성령의 활동  

    1). 창 1:1 엘로힘  

    2). 창세기 1:2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  

    3). 창세기 1: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사람 창조  

   4). 시편 104:30 주의 영을 보내어 저희를 창조하사  



  2]. 성령은 생명을 주신다  

    1). 고린도후서 3:6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 은 살림  

    2). 요 6:63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3). 로마서 8:10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4. 하나님과 성령과의 관계  

  1]. 하나님이 말씀 하심(이사야 6:8)  

        성령이 말씀하심(행 28:25-27 )  

  2]. 하나님의 언약(예레미야 31:31-33)  

        성령의 언약 (히 10:15-17)  

  3].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시 95:7-11)  

        성령의 음성을 들음 히 3:7-9  

  4]. 아나니아와 사삐라 가 성령을 속인 것  

         하나님을 속인 것(행 5:1-11)  

  5]. 바울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간주 (고후 3:17-18)  

 

5.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다루심  

  1].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아뢰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대하심  

  2].  육에 있을때는 몸이 우리를 지배하나  



      중생하면 성령이 지배 (우리가 허락)  

      예수의 형상을 닮도록 도와 주심  

 

III. 장  믿는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1. 성령은 우리 옆에서 도와 주심  

2. 성령은 우리의 스승이다.  

  1]. 신령한 일 알게하심.  

  2].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심  

3.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  

  1]. 영분별  

  2]. 진리에서 떠나 지 않게 하심  

4. 미래의 일을 말씀  

 다니엘서 계시록 그리고 에스겔  

 

IV. 장 믿는자 속에 있는 성령의 능력  

1. 약속의 성령  

  1]. 성령주심은 아버지의 약속 (행 1:4-5)  

  2]. 요엘 2:28-29     

2. 성령의능력  

  1]. 사도행전 1:8 성령 - 권능 - 증인  

    1). 성령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절대로 필요하신 분이다.  

    2). 예수 그리스도는 좋은 증인으로 우리의 표본이다  

    3). 능력이 헬- 두나머스, 영어- 다이네믹  



  2].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기 전에 예수 알기를 두려워함  

        그가 비록 원하였어도 할수없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후에 담대히 예수증거  

        예수이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주시지 않았음  

        베드로-- 옥에서 놓임받고 담대함을 기도  

3. 외적보다 성령의 내적인 변화.  

        롬 8장에서 말하는 내적인 변화.(성령께 자신을 허용)  

 

V. 장 예수를 닮게 하는 성령의 사역  

1. 의 의 표준  

  1]. 바리세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더 낳아야함  

  2]. 외적인 것 보다 내적인 의  

  3]. 의의 표준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한 의를 요구  

2.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와 구원  

  1]. 예수로 말미암은 의  

  2]. 예수 영접-->성령내제-->예수형상 닮게하심.  

  3]. 예수그리스도가 창조시에 사람의 모형.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심  

         이는 내 사랑하는자요...  

3. 성령이 우리로 예수의 형상을 닮게 하심  

  1].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도록 변화  

    에베소 4:13 ..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2].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그의 아들을 닮는 것이다.  



  3]. 사람의 이상형은 예수 그리스도 시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란 말씀은  

        진리에 대한 가리움이 전혀 없다는 뜻이다.  

4]. 예수를 말씀에서만 볼수 있다.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케 하시는 성령  

        벧후 1:4 ..신의 성품에 참예케 하심  

 

4.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1].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자녀임을 증거 하신다.  

2].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가는데 문제가 있다.  

  현재 구원받은 영혼이 구원을 얻지못한 육체에 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래에 예수와 같이 될 것이다.(요한일서 3:2)  

고린도후서 5:4 ..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바 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8:22-23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3. 성령의 계속 역사-- 주님의 형상을 더욱 닮을수록 기쁨충만 하게 된다.  

 

VI. 장 성령의 열매  

1.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1]. 그리스도인의 표적은 아가페 사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35  

2]. 아가페 사랑은 영적이요 깊고 주는 것이며  

        육체적인 사랑(eros)이나  

        형제 우애적인 사랑(phileo)보다  

        더욱 우위에 있는 경건한 사랑이다.  

        아가페 사랑은 초 자연적인 사랑이다.  

2. 아가페 사랑의 묘사  

1]. 고린도전서 13장에 아가페 사랑이 기술  

1). 모든 성령의 은사보다 더욱 좋은 은사(고전 13:1-2).  

2). 아가페 사랑은 우리의 소유나 생명의 희생보다 더 중요함  

3). 다른 사람에게 이용 당하고 모욕 당하고 친절하게  

4).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한다.(5절).  

5). 사랑은 쉽게 화를 내지 아니한다.  

 

3. 하나님이 아가페 사랑의 근원이다.  

  1]. 아가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 나갈때에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김(요일 3:14)  

  2]. 우리 마음에 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롬 5:5  

  3]. 영과 육의 싸움(갈라디아 5:17)  

        1). 성령의 열매와 육체의 일  

        사람의 노력은 육의 영역이다.  

        하나님의 방법은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이다.  

                하나님과의 옳은관계를 맺을 때에  



                자연적인 결과의 열매이다  

2]. 열매의 비결은 예수안에 거함(요한복음 15:1-8)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자연적으로 열매를 맞듯이 성도가 예수께 붙어만 있으면 

자연     적으로열매를 맺게되여 있다.  

3].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은사보다 우위이다  

        성령의 열매 (고린도전서 12:31 )  

4]. 성령의 열매는 사랑(아가페)  

        성령의 열매는 하나이다  

        그의 묘사가 8가지(갈라디아 5:22).  

        1). 희락  

        2). 화평  

        3). 인내  

        4). 자비  

        5). 양선  

        6). 충성  

        7). 온유  

        8). 절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