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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 목사

제목: 하나님이 진노하실 때
본문: 마태복음 21:33-22:14 (Mt 21:33-22:14)

* 하나님은 언제 진노하시는가?
I. 하나님의 것을 사람이 (               )할 때 진노하신다
(마 21:43)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서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아서,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민족에게 주실 것이다.

(말 2:8-9) 사람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면 되겠느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것을 훔치고서도 '우리가 주님의 무엇을 훔쳤습니까?' 하고 되묻는구나. 
십일조와 헌물이 바로 그것이 아니냐! 9 너희 온 백성이 나의 것을 
훔치니, 너희 모두가 저주를 받는다.

II. 하나님의 (             )을 거절할 때 진노하신다
(마 22:7) 임금은 노해서, 자기 군대를 보내서 그 살인자들을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살라 버렸다. 

III. 하나님은 자기 (           )를 내세우는 사람에게 진노하신다
(롬 4:3-8)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4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보수로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5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6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8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실 사람은 복이 있다."

(계 19:7-8) “어린 양의 혼인날이 이르렀다. 그의 신부는 단장을 끝냈다. 
8 신부에게 빛나고 깨끗한 모시 옷을 입게 하셨다. 이 모시 옷은 성도들의 
의로운 행위다."

(엡 4:22-24)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3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24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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