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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함부로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
본문: 욥기 27:5-6 (Job 27:5-6)

(욥 9:2)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I. (           )과 징계를 구별해야 한다: Reward v.s. Discipline

(욥 13:26)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에 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 
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사 43:25) 그러나 나는 네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더 이상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시 103:12-13) 동이 서에서부터 먼 것처럼, 우리의 반역을 
우리에게서 멀리 치우시며, 부모가 자식을 가엾게 여기듯이, 
주님께서는 주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가엾게 여기신다.

(요일 1:9)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롬 4:25)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롬 8:1)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롬 8:33-34상)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34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II.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을 (           ) 하지 말라

(요 8:32)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III. 습관적인 (           )에서 벗어나야 한다

(고후 12:9)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롬 14:22) 그대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간직하십시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자기를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욥 8:4) 네 자식들이 주님께 죄를 지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벌하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냐?

(시 30:5)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빌 2:13)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in)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 14:17) 그가 너희와 함께(with)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롬 8:31)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for us),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God is in us, with us, for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