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교
Sermon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세요
(Defense that is in You)



“나에게는 아직 비장의 무기가 남
아 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I. 우리의 희망은 정의를 위하
여 고난 받는 우리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에 말합니다.
(벧전 3:13, 새번역) 그러므로 여러분
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
러분을 해치겠습니까?

(1Pt 3:13, ESV) Now who is there 
to harm you if you are zealous for 
what is good?



(벧전 3:14, 새번역)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1Pt 3:14, ESV) But even if you 
should suffer for righteousness' 
sake, you will be blessed. Have no 
fear of them, nor be troubled,



(롬 8:17, 새번역) 자녀이면 상속자이기
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
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
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Rm 8:17, ESV) and if children, then 
heirs--heirs of God and fellow heirs 
with Christ, provided we suffer with 
him in order that we may also be 
glorified with him.



(롬 8:18, 새번역)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
합니다.

(Rm 8:18, ESV) For I consider 
that the sufferings of this present 
time are not worth comparing with 
the glory that is to be revealed to 
us.



(히 11:24, 새번역)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에, 바로 왕의 공주
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
다.

(Heb 11:24, ESV) By faith Moses, 
when he was grown up, refused to 
be called the son of Pharaoh's 
daughter,



(히 11:25, 새번역)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
니다.

(Heb 11:25, ESV) choosing rather 
to be mistreated with the people 
of God than to enjoy the fleeting 
pleasures of sin.



(히 11:26, 새번역)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Heb 11:26, ESV) He considered the 
reproach of Christ greater wealth 
than the treasures of Egypt, for he 
was looking to the reward.



II. 우리가 가진 희망을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벧전 3:15, 새번역) 다만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
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
비를 해 두십시오.

(1Pt 3:15, ESV) but in your hearts honor 
Christ the Lord as holy, always being 
prepared to make a defense to anyone who 
asks you for a reason for the hope that is 
in you; yet do it with gentleness and 
respect,



첫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Honor)



(시 18:1, 새번역)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Ps 18:1, ESV) I love you, O LORD, 
my strength.



(시 18:2, 새번역) 주님은 나의 반석, 나
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
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Ps 18:2, ESV) The LORD is my 
rock and my fortress and my 
deliverer, my God, my rock, in 
whom I take refuge, my shield, and 
the horn of my salvation, my 
stronghold.



둘째로,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
해야 합니다.(Prepare)



(렘 29:11, 새번역)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
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
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Jr 29:11, ESV) For I know the plans I 
have for you, declares the LORD, 
plans for welfare and not for evil, to 
give you a future and a hope.



(렘 29:12, 새번역) 너희가 나를 부르
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Jr 29:12, ESV) Then you will call 
upon me and come and pray to me, 
and I will hear you.



(렘 29:13, 새번역) 너희가 나를 찾으
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Jr 29:13, ESV) You will seek me 
and find me, when you seek me 
with all your heart.



(렘 29:14, 새번역)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Jr 29:14, ESV) I will be found by 
you, declares the LORD, 



셋째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
다.(Have)



(벧전 3:16, 새번역)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1Pt 3:16, ESV) having a good 
conscience, 



(벧전 3:21, 새번역)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
원하는 침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
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1Pt 3:21, ESV) Baptism, which 
corresponds to this, now saves you, not as 
a removal of dirt from the body but as an 
appeal to God for a good conscienc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III. 우리의 희망은 부활의 승리
를 선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벧전 3:18, 새번역)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
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
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
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
시려는 것입니다.

(1Pt 3:18, ESV) For Christ also suffered 
once for sins, the righteous for the 
unrighteous, that he might bring us to God, 
being put to death in the flesh but made 
alive in the spirit,



(벧전 3:19, 새번역) 그는 영으로, 옥
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
습니다.

(1Pt 3:19, ESV) in which he went 
and proclaimed to the spirits in 
prison,



(벧전 3:20, 새번역)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겨우 여덟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1Pt 3:20, ESV) because they formerly did 
not obey, when God's patience waited in 
the days of Noah, while the ark was being 
prepared, in which a few, that is, eight 
persons, were brought safely through 
water.



(벧전 3:22, 새번역) 그리스도께서는 하
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
종하고 있습니다.

(1Pt 3:22, ESV) who has gone into 
heaven and is at the right hand of 
God, with angels, authorities, and 
powers having been subjected to 
h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