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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하는 신앙, 승리하는 성도
(시 51:4-8, 개정) [4]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
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5] 내가 죄
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여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6] 보소서 주께
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7]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8]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 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마 7:21-23, 개정) [21]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
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
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히 12:1-3, 개정) [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
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
며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
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
으셨느니라 [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
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1.주님 바라보며, 죄를 이기는 사람!

‘승리하는 신앙’무엇인가?
신앙 생활 잘 하려면!
안에 옛 사람, ‘나’는 죽어야 ‘신앙’ 시작!
2)내 안에 주님(새사람) 영접, 그 뜻대로 살아야 ‘믿음’시작!
3)주님 의지하며 끝까지 견디고 달려가야 ‘최후승리’ 한다
=>살전2:19/약1:12/계6:2생명의면류관 빼앗지못하게하라!
l 승리하는 신앙 가지려면!
1)자기 노력 수양으로 승리 성취=>약간의 유익(딤전4:8)
2)자기 자신 죽고, 그 안에 주님이 사시도록 하는 것(갈2:20)
=>신앙은 내 안에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
l

1)내

오늘 말씀 : 승리하는 신앙 생활 합시다!
내가 죄 중에서 잉태하였습니다.정결케하소서!(회개)
2)마7:21ff 입술만 아니라, 그 섭리대로 살며 믿는자 되자!(믿음)
3)히12:1ff 믿음 주이신 예수를 바라보며 끝까지 견뎌내자!(승리)
l

1)시51:4ff

2.주님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삶

롬6:23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 은사는 주안에서 영생이라!
내가 죄가운데 태어났으며, 어머니가 죄중에 잉태했나이다.
2)약1:15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느니라! (사망은 죄로부터 온다)
l

1) 시51:5

=>죄 짓기에 죄인이다.(자범죄) 동시에 죄인으로 태었나기에 죄를 짓는다.(원죄)
=>다윗회개 – 밧세바 간음/우리야 살인=>나단책망=>회개!

히12:1어떻게 죄를 벗을 수 있는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2)히12:3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 참으사, 하나님 우편에….
l

1)히12:2

Þ바쁜일상/정보홍수시대=>주님
Þ달리는

바라보는 것이 쉽지 않다!=>반드시 극복해야
운동선수가 골인지점 바라보지 않고, 다른 곳을 보면 승리할 수 없다!

사무엘( ְשׁמוּאֵ לShemuel) 방법-“내가 여호와께 구하였다!”
사무엘 어렸을때부터 에봇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2)삼상3:10 여호와께서 임하여 전과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부름
u

1)삼상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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