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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Freedom in Christ

■ 오늘의 본문말씀 : 사도행전 26:18
『Acts 26:18』 18 To open their eyes, [and] to turn [them] from darkness to light, and [from] the power of Satan unto
God, that they may receive forgiveness of sins, and inheritance among them which are sanctified by faith that is in me.
『사도행전 26:18』 18 그들의 눈을 열어 주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

오게 하려 함이요, 또 그들이 죄들의 용서를 받고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더이다.

광복절

1. Galatians 5:1
『Galatians 5:1』 1 Stand fast therefore in the liberty wherewith Christ hath made us free, and be not entangled
again with the yoke of bondage.
『갈라디아서 5:1』 1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그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메지 말라.

2. 2 Corintians 3:17
『2 Corinthians 3:17』 17 Now the Lord is that Spirit: and where the Spirit of the Lord [is], there [is] liberty.
『고린도후서 3:17』 17 이제 [주]께서는 그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거기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3. Galatians 5:13
『Galatians 5:13』 13 For, brethren, ye have been called unto liberty; only [use] not liberty for an occasion to
the flesh, but by love serve one another.
『갈라디아서 5:13』 13 형제들아, 너희가부르심을받아자유함에이르렀으나오직자유를육신의기회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4. Romans 8:21
『Romans 8:21』 21 Because the creature itself also shall be delivered from the bondage of corruption into the
glorious liberty of the children of God.
『로마서 8:21』 21 이는창조물자신도썩음의속박에서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영광스런자유에
이를 것이기 때문이라.

5. Romans 8:2
『Romans 8:2』 2 For the law of the Spirit of life in Christ Jesus hath made me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로마서 8:2』 2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
시켰기 때문이라.

1 The blindness of the world – to open their eyes to turn from darkness to light.
세상의 눈멀음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길

1. John 8:32
『John 8:32』 32 And ye sha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shall make you free.
『요한복음 8:32』 32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

2. John 14:6
『John 14:6』 6 Jesus saith unto him,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man cometh unto the Father, but
by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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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14:6』 6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3. Ephesians 2:1
『Ephesians 2:1』 1 And you [hath he quickened], who were dead in trespasses and sins;
『에베소서 2:1』 1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4. Hebrews 4:12
『Hebrews 4:12』 12 For the word of God [is] quick, and powerful, and sharper than any twoedged sword,
piercing even to the dividing asunder of soul and spirit, and of the joints and marrow, and [is] a discerner of
the thoughts and intents of the heart.
『히브리서 4:12』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5. Acts 9:4
『Acts 9:4』 4 And he fell to the earth, and heard a voice saying unto him, Saul, Saul, why persecutest thou
me?
『사도행전 9:4』 4 그가땅에쓰러져들으매한음성이있어그에게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6. Acts 9:5
『Acts 9:5』 5 And he said, Who art thou, Lord? And the Lord said, I am Jesus whom thou persecutest: [it is]
hard for thee to kick against the pricks.
『사도행전 9:5』 5 그가 이르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가시 채를 걷어차기가 네게 고생이라, 하시거늘

7. Luke 18:35-43
『Luke 18:35-43』 35 And it came to pass, that as he was come nigh unto Jericho, a certain blind man sat by the
way side begging: 36 And hearing the multitude pass by, he asked what it meant. 37 And they told him, that
Jesus of Nazareth passeth by. 38 And he cried, saying, Jesus, [thou]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39 And
they which went before rebuked him, that he should hold his peace: but he cried so much the more, [Thou] Son
of David, have mercy on me. 40 And Jesus stood, and commanded him to be brought unto him: and when he
was come near, he asked him, 41 Saying, What wilt thou that I shall do unto thee? And he said, Lord, that I may
receive my sight. 42 And Jesus said unto him, Receive thy sight: thy faith hath saved thee. 43 And immediately
he received his sight, and followed him, glorifying God: and all the people, when they saw [it], gave praise unto
God.
『누가복음 18:35-43』 35 ¶ 그분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어떤 눈먼 사람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36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듣고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물으매 37 그들이 그에게 나사렛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고 말하니 38 그가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하거늘 39 앞에 가던 자들이 그를 꾸짖어 그가 잠잠하게 하나 그가 더욱더 소리를 지르며,
다윗의자손이여, 내게긍휼을베푸소서, 하매 40 예수님께서서서그를데려오라고명령하시니라. 그가
가까이 오매 그분께서 그에게 물어 41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해 주기 원하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주]여, 내가 시력을받게해주옵소서, 하매 42 예수님께서그에게이르시되, 네 시력을받으라.
네믿음이너를구원하였도다, 하시니 43그가즉시시력을받고 [하나님]께찬양을돌리며그분을따르매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니라.

8. Romans 10:17
『Romans 10:17』 17 So then faith [cometh] by hearing, and hearing by the word of God.
『로마서 10:17』 17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느니라.

9. Romans 3:23
『Romans 3:23』 23 For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로마서 3:23』 23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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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omans 6:23
『Romans 6:23』 23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로마서 6:23』 23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11. Luke 16:22-24
『Luke 16:22-24』 22 And it came to pass, that the beggar died, and was carried by the angels into Abraham’s
bosom: the rich man also died, and was buried; 23 And in hell he lift up his eyes, being in torments, and seeth
Abraham afar off, and Lazarus in his bosom. 24 And he cried and said, Father Abraham, have mercy on me,
and send Lazarus, that he may dip the tip of his finger in water, and cool my tongue; for I am tormented in this
flame.
『누가복음 16:22-24』 22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되었더라. 23 그가지옥에서고통중에눈을들어멀리아브라함과그의품에있는나사로를보고
24 소리를지르며이르되, 아버지아브라함이여, 내게긍휼을베푸사나사로를보내어그가그의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12. Revelation 20:10
『Revelation 20:10』 10 And the devil that deceived them was cast into the lake of fire and brimstone, where the
beast and the false prophet [are], and shall be tormented day and night for ever and ever.
『요한계시록 20:10』 10 또그들을속인마귀가불과유황호수에곧그짐승과거짓대언자가있는곳에
던져져서 영원무궁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으리라.

2 The Power of the Gospel “From the Power of Satan to God, that they may receive
forgiveness of sins” 복음의 힘 “사탄의 권세에서 벗어나죄들의용서를받을수있도록
하나님에게 돌아서게 하는 힘”

1. 1 Peter 5:8
『1 Peter 5:8』 8 Be sober, be vigilant; because your adversary the devil, as a roaring lion, walketh about, seeking
whom he may devour:
『베드로전서 5:8』 8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2. Ephesians 6:10-11
『Ephesians 6:10-11』 10 Finally, my brethren,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the power of his might. 11 Put on
the whole armour of God, that ye may be able to stand against the wiles of the devil.
『에베소서 6:10-11』 10 끝으로내형제들아, [주] 안에서와그분의강력한권능안에서강건한자가되라.
11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3. 1 John 2:2
『1 John 2:2』 2 And he is the propitiation for our sins: and not for ours only, but also for [the sins of] the whole
world.
『요한1서 2:2』 2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3 The Gift of Heaven through Jesus “Inheritance among them which are sanctified
by faith that is in me” 예수님을 통한 하늘의 선물 “내 안에 있는 믿음으로 거룩히
구별된 자들 가운데서 상속 유업을 받게 하려 함이라”

1. John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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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n 1:12』 12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gave he power to become the sons of God, [even] to them
that believe on his name:
『요한복음 1:12』 12 그분을받아들인자 곧 그분의이름을믿는자들에게는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2. Romans 10:13-15
『Romans 10:13-15』 13 For whosoever shall call upon the name of the Lord shall be saved. 14 How then shall
they call on him in whom they have not believed? and how shall they believe in him of whom they have not
heard? and how shall they hear without a preacher? 15 And how shall they preach, except they be sent? as it
is written, How beautiful are the feet of them that preach the gospel of peace, and bring glad tidings of good
things!
『로마서 10:13-15』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14 그런즉 그들이 자기
들이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15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3. John 3:16
『John 3:16』 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요한복음 3:16』 16 ¶ [하나님]께서세상을이처럼사랑하사자신의독생자를주셨으니이것은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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