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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실패한 사람을 위한 복음 <송년예배 메시지> 
본문: 베드로후서 1:4-11 (4-7)

I. 믿음이 자라지 않을 때 생기는 현상들

1. (            )를 맺지 못한다
(벧후 1:8)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2. 구원의 (           )을 잃어버린다
(벧후 1:9) 그러나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근시안이거나 앞을 
못 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의 옛 죄가 깨끗하여졌음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II.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요소들

1. 믿음에 덕을 더하라
(고전 10:23하) '모든 것이 다 허용된다'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고전 14:26하) 모든 일을 남에게 덕이 되게 하십시오.

2. 덕에 지식을 더하라

3. 지식에 절제를 더하라

4. 절제에 인내를 더하라

5. 인내에 경건을 더하라
(딤전 4:8) 몸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 훈련은 모든 면에 
유익하니, 이 세상과 장차 올 세상의 생명을 약속해 줍니다.
경건의 훈련이 있어야 믿음이 온전한 모습으로 자랄 수 있다

6.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하라
(약 1:27)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주며

(요일 4:20)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7. 형제 우애(필레오)에 사랑(아가페)을 더하라
(벧전 2:21-24) 바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여러분이 
자기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본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22 그는 죄를 지으신 일이 없고 그의 입에서는 아무런 거짓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23 그는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시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시고, 정의롭게 심판하시는 이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24 그는 우리 죄를 자기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갈 5:6하)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 사랑을 통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III. 믿음이 성장하면 더 이상 (           )하지 않는다
(벧후 1:10)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개역) 
Do these things, and you will never fall away.

(벧후 1:11) 또한 여러분은,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자격을 충분히 갖출 것입니다. 
A grand entrance into the eternal Kingd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