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5): 성령

사도행전 2:13-21 



사도행전 ACTS 2:13-21 

13.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14.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 때가 제 삼 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ACTS 2:13-21 

16.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사도행전 ACTS 2:13-21 

19.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FRESH
ENCOUNTER
하나님과

신선한만남: 
성령



성령이 임했던 사도행전 2장의 모습

1.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온 집에 가득합니다.

2.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이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게

됩니다.

3.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4. 그들이 들었던 메시지는 난 곳 방언으로 들려지는 말이며,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게 됩니다.

5. 이 모습은 마치 새 술에 취한 듯한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21-22

•21.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22.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1. 성령은 능력으로 임합니다. 
OUTSIDE IN (13-15).

13.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14.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15. 때가 제 삼 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2.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16-20) OUTSIDE IN (TRUTH). 

16.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17.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그 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2.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16-20) OUTSIDE IN (TRUTH). 

19.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20.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2.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16-20) OUTSIDE IN (TRUTH). 

•요한복음 14: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2.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임하십니다
(16-20) OUTSIDE IN (TRUTH). 

•요한복음 16:13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3. 성령은 우리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21)

21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3. 성령은 우리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21)

•사도행전 2:33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사도행전 2:38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 성령은 우리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21)

•고린도전서 6:19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
고린도전서 12:3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3. 성령은 우리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21)

•로마서 8:16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9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26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3. 성령은 우리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