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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악을 반드시 멸하시는 하나님
본문: 예레미야 51:56 (Jer. 51:56)
(계 11:15-17)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 때에 하늘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세상 나라는 우리 주님의 것이 되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 주님께서 영원히 다스리실 것이다." 16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 있는 스물네 장로도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17 말하였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던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크신 권능을 잡으셔서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 하나님이 공의로우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I. 하나님께서 (        )을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민 14:18-23) '나 주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사랑이 넘치어서 죄와 
허물을 용서한다. 그러나 나는 죄를 벌하지 않은 채 그냥 넘기지는 
아니한다. 나는,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 본인뿐만 아니라 자손 삼사 
대까지 벌을 내린다’ 하고 말씀하셨으니, 19 ,,, 이제 주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말대로 용서하겠다. 21   그러나 내가 살아 있는 
한, 그리고 나 주의 영광이 온 땅을 가득 채우고 있는 한, 22 나의 
영광을 보고도, 내가 이집트와 광야에서 보여 준 이적을 보고도, 열 
번이나 거듭 나를 시험하고 내 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23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나를 멸시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그 땅을 못 볼 것이다.

(롬 6:23) 죄의 삯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히 9:22) 피를 흘림이 없이는,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II. 힘들다고 악의 (         )에 서면 안된다

(요 8:44) 너희는 너희 아비인 악마에게서 났으며, 또 그 아비의 
욕망대로 하려고 한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또 그는 진리 편에 

있지 않다. 그것은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가 거짓말을 할 
때에는 본성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는 거짓말쟁이이며,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다

(살전 5:22)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III.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참된 (          )를 붙잡아야 한다

(요 14:6)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러므로 참 진리를 알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한다

(렘 51:26) "네가 영원히 황무지가 되어 사람들이 너에게서 모퉁잇돌 
하나, 주춧돌 하나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렘 50:4) 그 날이 오고, 그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과 유다 백성이 
다 함께 돌아올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그들은 울면서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나 주를 찾을 것이다.

(렘 50:19) 그러나 이스라엘은, 내가 그의 초장으로 데려다 놓을 
것이니, 그들이 갈멜과 바산에서 풀을 뜯고, 에브라임 산지와 
길르앗에서 마음껏 먹을 것이다

(렘 50:44하) 나와 같은 자가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가 누구며, 
나에게 맞설 목자가 누구냐?

(렘 50:28) 저 소리를 들어 보아라. 바빌로니아 땅에서 도망하여 빠져 
나온 사람들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복수하셨다고, 그의 성전을 부순 
자들에게 복수하셨다고, 시온에 소식을 전하고 있다

(고전 15:33-34) 속지 마십시오. 나쁜 동무가 좋은 습성을 망칩니다. 
34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죄를 짓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내가 말을 합니다만, 여러분 가운데서 더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롬 8:31)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