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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대를 반석으로 만드시는 예수님의 솜씨 (14)

은혜를 통해 천국 인재를 세우시는 예수님
베드로후서 3:18

들어가는 말 : 하나님은 은혜를 통해 천국 인재를 키우십니다 .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 마 4:23)

1.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____________ 안에서 성장하십시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 벧후 3:18)
1) 은혜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입니다(엡 1:6).
2)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깨달을 때 성장하게 됩니다(골 1:6).
3) 은혜를 깨달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시 103:2-5).
4) 하나님이 우리의 성장을 위해 예비해 주신 은혜의 방편을 깨달으십시오.
첫째 , 은혜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십시오.
“...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 (행 20:24)
둘째 , 은혜의 성령님 안에서 성장하십시오( 히 10:29).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 고전 2:12)
5) 은혜 안에서, 그리고 은혜 아래서 성장하십시오(롬 6:14).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 (히 4:16)

2.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____________ 안에서 성장하십시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엡 4:13)
1) 예수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요 1:14).
2)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충만합니다( 골 2:3).
3)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요일 5:11-12).
4) 예수님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습니다(마 28:18).
5) 예수님 안에 보배로운 피가 충만합니다( 벧전 1:18-19, 1:2; 레 17:11; 요 6:53-54).
6) 예수님 안에 생명수가 흘러넘칩니다(요 4:14).
7) 예수님의 이름 안에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행 3:6).
8)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흘러넘칩니다(엡 3:18-19).

나가는 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롬 8:29)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전 15:10)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고전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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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kill of Jesus to Make a Reed into a Rock (14)

Jesus Who Develops Kingdom-Minded Talent through Grace
2 P eter 3:18

Opening Remark: God raises the kingdom-minded talent through grace.
“Jes us went throughout Galilee, teaching in their synagogues, proclaiming the good news of the
kingdom… ” (Mt 4:23)

1. Grow only in the ________________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But grow in the grace and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To him be glory both now
and forever! Amen.” (2Pe 3:18)
1) Grace is the benevolence of God who freely gives to a sinner who does not deserve it at all. (Eph 1:6)
2) We grow when we realize what God has given us through grace. (Col 1:6)
3) When we understand grace, we can give thanks for the grace and enjoy the benefit. (Ps 103:2-5)
4) Understand the means of grace that God has prepared for our growth.
First, grow in the word of grace.
“…to finish the race and complete … the task of testifying to the good news of God's grace.” (Ac 20:24)
Second, grow in the Holy Spirit of grace. (Heb 10:29)
“What we have received is not the spirit of the world, but the S pirit who is from God, so that we may
understand what God has freely given us.” (1Co 2:12)
5) Grow in grace, and under the grace. (Ro 6:14)
“Let us then approach God's throne of grace with confidence, so that we may receive mercy and find
grace to help us in our time of need.” (Heb 4:16)

2. Grow only in the ___________________ of Jesus Christ.
“Until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and in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and become mature,
attaining to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E ph 4:13)
1) In Jesus, grace and truth are full. (Jn 1:14)
2) In Jesus, all the treasures of wisdom and knowledge are full. (Col 2:3)
3) In Jesus, there is eternal life. (1Jn 5:11-12)
4) In Jesus, there is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Mt 28:18)
5) In Jesus, the precious of blood is full. (1 Pe 1:18-19, 1:2; Lev 17:11; Jn 6:53-54)
6) In Jesus, the living water overflows. (Jn 4:14)
7) In Jesus’ name, there is wonderful power. (Ac 3:6)
8) In Jesus, the abundant love of God overflows. (Eph 3:18-19)

Closing Remark: Give glory only to Jesus Christ.
“For those God foreknew he also predestined to be conf ormed to the image of his Son, that he might
be t he firstborn among many brothers and sisters.” (Ro 8:29)
“But by the grace of God I am what I am, and his grace to me was not without effect. No, I worked
harder than all of them--yet not I, but the grace of God that was with me.” (1Co 15:10)
“I planted the seed, Apollos watered it, but God has been making it grow. So neit her the one who
plants nor the one who waters is anything, but only God, who makes things grow.” (1Co 3:6-7)
grace, knowledg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