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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의 기본진리

구원의 확신 침례 기도

성경공부 전도 청지기



구원의 확신

주 예수 그리스도
• 주로 시인하면 (롬10:9)

• 은혜를 인하여 (엡2:8-9)

• 구원의 안전함 (롬8:38-39)

• 예수 안에 영생 (요일5:13)

• 약속의 보증 (엡1:13-14)

• 새로운 피조물 (고후5:17)

삶의 변화는 속박에서 자유
• 죄책감 (마1:21)
• 판단과 비교 (롬14:13)
• 악의 습관 (롬 8:26)
• 부정적인 마음 (막9:23)
• 우울함 (마11:28-29; 사40:27-31)
• 외로움 (사41:8-10)
• 질병과 장애 (마9: 35)
• 악한 환경 (시34:6)



침례

육체의 죽음과 부활 (롬6:3-11)
• 죽음과 부활의 상징 (롬6:3-5)

• 부활, 생명의 보증 (롬6:9)

• 죄에 대한 죽음 (롬6:11)

• 이제 내가 사는 것은 (갈2:20)

명령
• 성경의 가르침 (마28:19)

• 교회의 소속 (행2:37-38,41,47)

• 영접 후 즉시 (행8:35-38)



기도
기도는…

• 하나님과의 교통 (대상28:9; 렘33:3)

기도의 속성
• 찬양 (시104:1; 롬15:11-13)

• 감사 (시50:14-15, 23; 엡5:20)

• 죄의 고백 (요일1:9; 사1:18, 59:1-2)

• 간구 (빌4:6-7; 엡6:18; 딤전2:1, 약5:16)

• 중보기도 (삼상12:23)

응답 받는 기도
• 믿음으로 (히11:6, 약1:6)

• 예수 이름으로 (요14:13)

• 그의 뜻대로 (요일5:14-15)

• 성령의 도우심으로 (롬8:26-27)

• 죄를 고백하고 (사59:1-2)

• 지속적으로 끈기 있게 (눅11:5-8)

• 형제와 화목하고 (마5:23-24;18:19)

• 용서하고 (마6:12-15)

• 집중적으로 (약5:16-18)



성경공부

성경은…
• 살아있는 말씀 (히4:12)

• 구체적인 목적 (딤후3:16)

• 하나님에 대한 지식 (렘31:3)

•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롬5:8)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
육하기에… 
• 교훈(요일 1:5; 4:8; 요4:24)

• 책망 (약1:23-24; 롬7:7; 히12:14-15; 잠
14:31; 28:13; 마5:22)

• 바르게 함 (시119:9,11,24; 잠17:14; 마
5:23-24,39;6:1-3)

• 의로 교육함 (시119:18,127,105; 마12:28-
31; 6:33)



교회

교회는….
• 그리스도의 몸 (엡1:22-23)

• 서로 다른 기능 (고전12:7)

• 온전한 몸 (고전12:12,20)

비유:
• 영적인 건물 (엡2:20-22; 벧전2:5)

• 그리스도의 신부 (엡5장; 사62:5)

지역교회는….
• 모이는 교회 (히10:25)

• 자라는 교회 (벧전2:2)

• 감독자 (행20:28)

• 돌보는 교회 (히10:24; 갈6:2,10) 



전도

전도는….
• 견딜 수 없는 마음 (렘20:9)

• 안드레 (요1:40-42)

• 명령 (마28:18-20, 행1:8)

• 개인간증 (요4:39; 행22:2-29; 26:12-18)

전도의 능력은….
• 하나님의 능력 (엡3:20)

•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눅10:19, 행1:8)

• 사랑 (롬5:5; 요일2:5; 마23:37-38)

• 순종과 성공 (요14:15; 행4:19-20; 5:28-29)

전도하지 않는 이유?



청지기 직분

• 물질 소유에 대한 관점
• 다 그로 말미암아 (골1:16; 약1:17)

• 물질 소유에 대한 태도
• 너희는 먼저 (마6:33)

• 드림에 대한 태도
•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대상29:14; 고후9:7)

• 온전한 십일조
• 예배의 행위 (창23:22; 14:18-20; 말3:8-

10)
• https://www.youtube.com/watch?v=nL

TCqho0XRU
• https://www.youtube.com/watch?v=W

Y7u-5S5grU

소유는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돕고자하는 하
나님의 계획을 실천하는 방편으로 여겨야합
니다. 당신의 생애에 주신 모든 물질과 소유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물
건을 주신 이유를 아는 사람이 되어야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nLTCqho0XRU
https://www.youtube.com/watch?v=WY7u-5S5gr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