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교
Sermon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Grow in the Grace 

and Knowledge)



성경

Bible – 책중의 책
Canon – 진리와 신앙의 척도



인도네시아 지진과 쓰나미



(벧후 2:1, 새번역) 전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
짓 예언자들이 일어난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
도 거짓 교사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들은 파멸
로 몰고 갈 이단을 몰래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래
서 그들은 자기들을 값 주고 사신 주님을 부인하
고, 자기들이 받을 파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2Pt 2:1, ESV) But false prophets also arose 
among the people, just as there will be false 
teachers among you, who will secretly bring 
in destructive heresies, even denying the 
Master who bought them, bringing upon 
themselves swift destruction. 



(마 1:20, 새번역)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
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 들여라. 그 태
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Mt 1:20, ESV) But as he considered 
these things, behold, an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a dream, saying, 
"Joseph, son of David, do not fear to take 
Mary as your wife, for that which is 
conceived in her is from the Holy Spirit.



(벧후 2:2, 새번역) 많은 사람이 ㉠그
들을 본받아서 방탕하게 될 것이니, 
그들 때문에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
게 될 것입니다. / ㉠거짓 교사들

(2Pt 2:2, ESV) And many will 
follow their sensuality, and 
because of them the way of truth 
will be blasphemed.



(벧후 2:13, 새번역) 그들은 자기들이 저지른
불의의 값으로 해를 당합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면서 먹고 마시는 것을 낙으로 생각합니
다. 그들은 티와 흠 투성이 인간들입니다. 그들
은 여러분과 연회를 즐길 때에도, 자기들의 속
임수를 꾀하고 있습니다.

(2Pt 2:13, ESV) suffering wrong as the 
wage for their wrongdoing. They count it 
pleasure to revel in the daytime. They are 
blots and blemishes, reveling in their 
deceptions, while they feast with you.



(벧후 2:14, 새번역) 그들의 눈에는 간음
할 상대자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
은 죄를 짓기를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들뜬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들의 마음은
탐욕을 채우는 데에 익숙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자식들입니다.

(2Pt 2:14, ESV) They have eyes full 
of adultery, insatiable for sin. They 
entice unsteady souls. They have 
hearts trained in greed. Accursed 
children!



(벧후 2:15, 새번역) 그들은 바른 길
을 버리고, 그릇된 길로 갔습니다. 불
의의 삯을 사랑한 불의의 아들 발람
의 길을 따라간 것입니다. 

(2Pt 2:15, ESV) Forsaking the 
right way, they have gone astray. 
They have followed the way of 
Balaam, the son of Beor, who 
loved gain from wrongdoing,



(벧후 3:3, 새번역) 여러분이 무엇보
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
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
분을 조롱하여

(2Pt 3:3, ESV) knowing this first 
of all, that scoffers will come in 
the last days with scoffing, 
following their own sinful desires.



(벧후 3:4, 새번역)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
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2Pt 3:4, ESV) They will say, "Where 
is the promise of his coming? For 
ever since the fathers fell asleep, all 
things are continuing as they were 
from the beginning of creation."



(벧후 1:4, 새번역) 그는 이 영광과 덕으로 귀
중하고 아주 위대한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
니다. 그것은 이 약속들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정욕 때문에 부패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
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2Pt 1:4, ESV) by which he has granted to 
us his precious and very great promises, 
so that through them you may become 
partakers of the divine nature, having 
escaped from the corruption that is in the 
world because of sinful desire.



(벧후 2:10, 새번역) 특히 더러운 정욕에 빠
져서 육체를 따라 사는 자들과, 권위를 멸시
하는 자들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거만해서, 겁도 없이 하늘에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욕합니다. 

(2Pt 2:10, ESV) and especially those 
who indulge in the lust of defiling 
passion and despise authority. Bold and 
willful, they do not tremble as they 
blaspheme the glorious ones,



(벧후 2:18, 새번역) 그들은 허무맹랑하
게 큰소리를 칩니다. 그들은 그릇된 생
활을 하는 자들에게서 가까스로 빠져
나온 사람들을 육체의 방종한 정욕으로
유혹합니다.

(2Pt 2:18, ESV) For, speaking loud 
boasts of folly, they entice by 
sensual passions of the flesh those 
who are barely escaping from those 
who live in error.



(벧후 1:10, 새번역)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더욱 더 힘써서, 여러분이 부르심
을 받은 것과 택하심을 받은 것을 굳게 하
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2Pt 1:10, ESV) Therefore, brothers, 
be all the more diligent to make your 
calling and election sure, for if you 
practice these qualities you will never 
fall.



(벧후 1:15, 새번역) 그리고 내가 세
상을 떠난 뒤에도 언제든지 여러분이
이런 일들을 기억할 수 있게 하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다.

(2Pt 1:15, ESV) And I will make 
every effort so that after my 
departure you may be able at any 
time to recall these things.



(벧후 3:14, 새번역)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
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
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
록 힘쓰십시오.

(2Pt 3:14, ESV) Therefore, 
beloved, since you are waiting for 
these, be diligent to be found by 
him without spot or blemish, and 
at peace.



I. 예수님을 올바로 아시기 바
랍니다(16).



(벧후 3:16, 새번역)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
운 것이 더러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
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2Pt 3:16, ESV) as he does in all his letters 
when he speaks in them of these matters. 
There are some things in them that are hard 
to understand, which the ignorant and 
unstable twist to their own destruction, as 
they do the other Scriptures.



II. 이미 알고 있는 예수님을 더
욱 아시기 바랍니다(17).



(벧후 3:17, 새번역)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2Pt 3:17, ESV) You therefore, 
beloved, knowing this beforehand, 
take care that you are not carried 
away with the error of lawless people 
and lose your own stability.



III.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은혜
안에서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18).



(벧후 3:18, 새번역)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
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
니다. [아멘.]

(2Pt 3:18, ESV) But grow in the grace 
and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To him be the glory both 
now and to the day of eternity. Amen.



(요 6:5, 새번역) 예수께서 눈을 들어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모여드는 것을 보
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어디
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
냐?“

(Jn 6:5, ESV) Lifting up his eyes, then, 
and seeing that a large crowd was 
coming toward him, Jesus said to 
Philip, "Where are we to buy bread, 
so that these people may eat?"



(요 6:6, 새번역)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었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Jn 6:6, ESV) He said this to test 
him, for he himself knew what he 
would do.



(요 6:7, 새번역) 빌립이 예수께 이렇
게 대답하였다. "이 사람들에게 모두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빵 이백
데나리온어치를 가지고서도 충분하
지 못합니다." 

(Jn 6:7, ESV) Philip answered him, 
"Two hundred denarii would not 
buy enough bread for each of 
them to get a little."



(벧후 3:18, 새번역)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
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
니다. [아멘.]

(2Pt 3:18, ESV) But grow in the grace 
and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To him be the glory both 
now and to the day of eternity. Amen.



(엡 1:17, 새번역) 우리 주 예수 그리
스도의 하나님이신 영광의 아버지께
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Eph 1:17, ESV) that the God of 
our Lord Jesus Christ, the Father 
of glory, may give you a spirit of 
wisdom and of revelation in the 
knowledge of him,



(벧후 3:9, 새번역)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
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
다.

(2Pt 3:9, ESV) The Lord is not slow to 
fulfill his promise as some count slowness, 
but is patient toward you, not wishing that 
any should perish, but that all should reach 
repentan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