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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와의 연합

표현 특징



비유

표현 특징

적용

연합



표현들연합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안에

그리스도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요 6:56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요 15:4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
하리라 ...
요일 4:13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
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표현들연합



성령 구원

부르심(외적+내적)

회심(회개+믿음)

칭의
연합
양자됨
성령 세례

성화

영화

견인



성부 성자 성령

계획 선택 속죄 구원



성부 성자 성령

계획 선택 속죄 구원

엡 1:4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딤후 1: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성부 성자 성령

계획 선택 속죄 구원

순종의 삶 의

형벌의 죽음 죄

죽음 죽음

부활, 승천, 영광 부활, 승천, 영광



성부 성자 성령

계획 선택 속죄 구원

갈 3:27, 킹흠정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
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롬 5:19 ...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이 되리라



성부 성자 성령

계획 선택 속죄 구원

고후 5:2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
벧전 2:24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
하셨으니...



성부 성자 성령

계획 선택 속죄 구원

롬 6:6, 8 ... 우리의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고후 5:14 ...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성부 성자 성령

계획 선택 속죄 구원

골 2:12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엡 2:5-6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
고 ...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성부 성자 성령

계획 선택 속죄 구원

엡 2:5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엡 2: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
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
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

1.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2. 주 안에 감추인 새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3.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생명 얻은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맘 새 하늘이로다

4. 주따라 가는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 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성부 성자 성령

계획 선택 속죄 구원

롬 7:6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갈 5:24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
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골 2:20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



비유들연합



연합

엡 2:20-22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
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
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연합

요 15:4-5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
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
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
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
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연합

엡 5:31-32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
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고후 11:2 ...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
함이로다



연합

롬 12:5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
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
가 되었느니라
엡 1:22-23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
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
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
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유기적 연합 : 머리와 몸의 관계

법적 연합 : 대표의 원리

생명의 연합 : 생명을 주고 받는 연합

영적 연합 : 영적 생명과 관련, 성령의 역할

포괄적 연합 : 삶의 모든 것이 관련

영원한 연합 : 절대로 끊어지지 않음

특징들연합



적용들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성도와의
연합

“그리스도같이”



요일 2:6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
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빌 1:20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
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롬 8:29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
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