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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The Truth About the Gospel, Hell, and You

■ 오늘의 본문말씀 : 갈라디아서 3:11
1 The Truth About the Gospel복음에 대한 진실
『Galatians 3:11』 11 But that no man is justified by the law in the sight of God, it is evident: for,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갈라디아서 3:11』 11그러나하나님의눈앞에서는아무도율법으로의롭게되지못할것이분명하니,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느니라.
Let’s bow head and pray:

Heavenly Father, we thank You for giving us another day ofworship. We love You andworship You because
You are worthy of honor, praise, and glory. You are the Creator of the university and are in charge of
everything. You died for our sin and we are eternally grateful for your mercy and faithfulness. Please bless
our service today. All glory and honor to You. In Christ Name we pray, Amen!

The title of today’s message is “The Truth About the Gospel, Hell, and You”. 오늘 설교의 제목은 “복음,
지옥, 당신에 대한 진실”입니다.

First, I would like to talk about “The Truth About the Gospel” 먼저, “복음에 대한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The greatest religious deception is by Catholic doctrine, which says “Salvation is by grace, but you have
to earn that grace.” 가장 큰 종교적 사기는 “구원은 은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 은혜를
노력으로 얻어야 한다”고 말하는 카톨릭 교리입니다.

This is the deception coming out of the Satan’s mouth. 이것은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속임수입니다.
That is no gospel.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The true gospel is “Salvation is only by God’s grace 100%. Only by what Jesus did on the cross” 진짜

복음은 “구원은 오직 100%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얻어집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에
의한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You did not contribute anything to earn that salvation. 여러분이 그 구원을 벌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It is given to you for free, so no one can boast about earning them. 그것은공짜로주어진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그것을 받았다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Why is it this way? 왜 이런 식으로 되는 것입니까?
Because, in this way, only God is glorified! 왜냐 하면,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시

기때문입니다!
If anymen can earn salvation by his ownworks, God cannot be glorified. 만일어떤사람이자기의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Ephesians 2:8』 8 For by grace are ye saved through faith; and that not of yourselves: it is the gift of God:
『에베소서 2:8』 8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You must understand why God created the universe, Lucifer, and men. 여러분은 왜 하나님께서 우주와

루시퍼와 사람을 창조하셨는지 알아야 합니다.
Why did God create them?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드셨습니까?
God created them because God wants to be glorified, honored, and praised by His creation! 하나님께서

는 당신의 창조물에 의해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But we failed His expectation. 그러나 우리는 그분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We sided with Satan. 우리는 사탄의 편에 섰습니다.
The entire universe has been corrupted because of our sin. 온 우주가 우리의 죄로 인해 부패되었습니다.
So now, how can man be right with God? 그렇다면, 어떻게 인간은 하나님께 바르게 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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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 religions give the same answer: Youwork your way up to heaven. 모든종교들은같은대답을합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이르도록 스스로 힘쓰라.

They say you have to be a good person. 그들은 여러분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They say “Work yourway up to be acceptable to God” 그들은 “하나님께용납될수있도록열심히일하라”

고 말합니다.
But man’s effort will never be sufficient to God because God demands perfect holiness. 하지만 인간의

노력은 하나님께 결코 충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거룩함을 요구하시기 때문입니다.
You cannot reach His Holiness by your ownworks, no matter how hard you try. 여러분은아무리열심히

노력해도,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다가갈 수 없습니다.
God demands perfection from you. 하나님께는 여러분에게 완벽을 요구하십니다.
What is that perfection? 그 완벽함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Jesus Christ is that perfection.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완벽함입니다.
Only through Jesus Christ, your sin is covered and forgiven.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여러분의

죄가 가려지고 용서됩니다.
Only Jesus Christ can perfectly defend your crime against God.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범죄를 완벽히 변호할 수 있습니다.
So how can we be righteous with God?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Romans 10:3-4』 3 For they being ignorant of God’s righteousness, and going about to establish their own righ-

teousness, have not submitted themselves unto the righteousness of God. 4 For Christ is the end of the law for righ-
teousness to every one that believeth.
『로마서 10:3-4』 3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여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아니하였느니라. 4 그리스도께서는믿는모든자에게의가되시기위하여율법의끝마침이되시느니
라.

The world doesn’t like to hear there is only one way to heaven. 세상은 천국에 가는 길이 하나 뿐이라는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The world says there are many ways to heaven. 세상은 천국에 가는 많은 길이 있다고 말합니다.
These are the accursed! 이런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Galatians 1:6-9』 6 I marvel that ye are so soon removed from him that called you into the grace of Christ unto

another gospel: 7 Which is not another; but there be some that trouble you, and would pervert the gospel of Christ. 8

But though we, or an angel from heaven, preach any other gospel unto you than that which we have preached unto
you, let him be accursed. 9 As we said before, so say I now again, If any man preach any other gospel unto you than
that ye have received, let him be accursed.
『갈라디아서 1:6-9』 6 그리스도의은혜안으로너희를부르신분을너희가이렇게속히떠나다른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 하는 자들이 더러 있도다. 8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9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지금다시말하노니만일어떤사람이너희가받아들인것외에어떤다른복음을너희에게선포하면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Not only there are many unbelievers, but also there are many fake believers. 세상에는믿지않는사람들
이 많이 있을 뿐 아니라,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And I hope you are not one of them. 저는 여러분이 그들 중의 하나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Salvation is by grace through faith alone. 구원은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얻어집니다.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The righteousness of God is imputed to the believing sinner. 하나님의 의가 믿는 죄인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Galatians 2:20』 20 I am crucified with Christ: nevertheless I live; yet not I, but Christ liveth in me: and the life

which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the faith of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갈라디아서 2:20』 20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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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Often we doubt about our own salvation. 우리는 자주 자신의 구원을 의심합니다.
But it is a good thing to examine our heart. 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살펴보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Am I really a Christian?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Romans 8:14』 14 For as many as are led by the Spirit of God, they are the sons of God.
『로마서 8:14』 14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 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If you are led by the Spirit, you are the sons of God. 만일당신이영에의해인도받았다면, 당신은하나님의

아들입니다.
『Galatians 5:22-24』 22 But the fruit of the Spirit is love, joy, peace, longsuffering, gentleness, goodness, faith, 23

Meekness, temperance: against such there is no law. 24 And they that are Christ’s have crucified the flesh with the
affections and lusts.
『갈라디아서 5:22-24』 22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23 온유와절제니이같은것을대적할법이없느니라. 24 그리스도께속한사람들은애착들과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These are the fruit of the Spirit. 이것들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Evidence, fruit doesn’t mean perfection증거, 열매는 완벽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It means a heartfelt cry confessing God is our Father and Christ is our Savior.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며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진정으로 고백하는 외침입니다.
Humility, thankfulness, and happiness are the evidence of the Spirit. 겸손, 감사함, 그리고행복은성령의

증거입니다.
『1 Corinthians 12:3』 3 Wherefore I give you to understand, that no man speaking by the Spirit of God calleth Jesus

accursed: and that no man can say that Jesus is the Lord, but by the Holy Ghost.
『고린도전서 12:3』 3 그러므로내가너희에게깨닫게하노니하나님의영으로말미암아말하는자는아무도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Only the accursed can blaspheme God. 저주받은 자 만이 하나님을 모독할 수 있습니다.
If you confess Jesus as the Lord and Savior, the Spirit exists inside you. 여러분이예수님을주와구원자로

고백하면,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Jesus I need you. Jesus, myMaster, my Lord, my God” “예수님는저는당신이필요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Do you have this heartfelt cry? 여러분은 이런 진심어린 외침을 하셨습니까?
If you don’t have this mind of confession, you are probably not saved. 만일이런마음의고백이없었다면,

당신은 아마도 구원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2 Corinthians 5:21』 21 For he hath made him to be sin for us, who knew no sin; that we might be made the

righteousness of God in him.
『고린도후서 5:21』 21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Romans 8:1』 1 There is therefore now no condemnation to them which are in Christ Jesus, who walk not after the

flesh, but after the Spirit.
『로마서 8:1』 1 그러므로이제그리스도예수님안에있는자들에게는정죄함이없나니그들은육신을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Acts 16:31』 31 And they said, Believ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thou shalt be saved, and thy house.
『사도행전 16:31』 31 그들이 이르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집이

받으리라, 하며
『John 6:35』 35 And Jesus said unto them, I am the bread of life: he that cometh to me shall never hunger; and he

that believeth on me shall never th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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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6:35』 35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Also remember what Jesus said to Nicodemus: 또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
시오:
『John 3:3』 3 Jesus answered and said unto him, Verily, verily, I say unto thee, Except a man be born again, he

cannot see the kingdom of God.
『요한복음 3:3』 3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John 14:6』 6 Jesus saith unto him, I am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no man cometh unto the Father, but by

me.
『요한복음 14:6』 6 예수님께서그에게이르시되, 내가곧길이요진리요생명이니나를통하지않고는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Galatians 2:16』 16 Knowing that a man is not justified by the works of the law, but by the faith of Jesus Christ,

even we have believed in Jesus Christ, that we might be justified by the faith of Christ, and not by the works of the law:
for by the works of the law shall no flesh be justified.
『갈라디아서 2:16』 16 사람이율법의행위로의롭게되지아니하고오직예수그리스도의믿음으로되는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자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The kingdom of God is entered only through being born again하나님의왕국은오직다시태어남을통해
들어갑니다.

This is the only way. 오직 한 길 만이 있습니다.
There is no exception예외는 없습니다.
It is all attributed to 100% to God’s grace. 100%하나님의 은혜의 공로입니다.
The saving faith is the faith totally relies on the faithfulness of God. 살리는 믿음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온전히 의존하느 믿음입니다.
The faith that acknowledges there is nothing you can do to escape yourself from the damnation of hell

is the saving faith. 지옥의 저주로부터 피하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믿음이 살리는 믿음입니다.

2 The Truth About Hell지옥에 대한 진실
We want to see people saved from eternal punishment. 우리는 사람들이 영원한 영벌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보고 싶습니다.

If the gospel to be preached, you must talk about hell. 복음이 선포되려면, 지옥을 말해야 합니다.
Most people don’t think they will not go to hell. 대부분의사람들은자기들은지옥에가지않을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The truth is most people will go to hell. 진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된다는 것입니다.
There are many roads to hell. 지옥에 가는 많은 길들이 있습니다.
It is not very hard to go to hell. 지옥에 가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If you do nothing, it will automatically take you to hell.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지옥에 가게 됩니다.
There will be the final judgement. 마지막 심판이 있게 됩니다.
No one can escape that. 아무도 그것으로부터 피할 수 없습니다.
Remember Jesus was a hell fire preacher. 예수님이 지옥 불의 설교자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Matthew 5:22』 22b ...Thou fool, shall be in danger of hell fire.
『마태복음 5:22』 22b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 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Jesus always preached about hell. 예수님은 언제나 지옥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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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hew 10:28』 28 And fear not them which kill the body, but are not able to kill the soul: but rather fear him
which is able to destroy both soul and body in hell.
『마태복음 10:28』 28 몸은죽여도혼은능히죽이지못하는자들을두려워하지말고오직혼과몸을다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Salvation means rescue from the real place called, hell. 구원은 지옥이라 불리우는 진짜 존재하는 장소로

부터의 구출을 뜻합니다.
It is from fiery hell, which is eternal. 영원한 불타는 지옥으로부터 구출입니다.
Jesus said hell is conscious, eternal punishment. 예수님께서는지옥은의식이있는상태로영원한형벌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Once you are there, there is no escape. 한 번 거기에 가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Revelation 14:11』 11 And the smoke of their torment ascendeth up for ever and ever: and they have no rest day

nor night ...
『요한계시록 14:11』 11 그들의고통의연기가영원무궁토록올라가는도다. 짐승과 그의형상에게경배하는

자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낮이나 밤이나 안식을 얻지 못하는도다.
Everlasting pain영원한 고통
Agony, banishment, brimstone, curse, darkness, depravation, destruction, distress, fire, teeth grinding,

guilt, hopelessness, pain, suffering, prison, punishment, ruin, contempt, smokes, sulfur, torment, trouble,
trash, heat, weeping, loneliness. 고통, 유랑, 유황, 저주, 어둠, 타락, 파멸, 고뇌, 불, 이갈음, 죄, 희망없음,
통증, 고난, 감옥, 형벌, 파괴, 모욕, 연기, 황, 고문, 괴롭힘, 열, 울음, 고독

This is hell. 이것이 지옥입니다.
The righteous will go to eternal heaven. 의인은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The unrighteous will go to eternal hell. 의롭지 못한 자는 영원한 지옥에 갑니다.
You may think sinners will repent in hell. 여러분은죄인들이지옥에서회개할것이라고생각하실지모릅

니다.
But sinners who go to hell NEVER repent. 하지만 지옥에 간 죄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Their sin will grow. 그들의 죄는 커져 갑니다.
They will eternally curse God in hell. 그들은 지옥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저주하게 됩니다.
So, brothers and sisters, we are called to confront sinners and sin. 그래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죄인들과 죄와 맞서도록 부름받았습니다.
Call sinners to repentance and forgiveness.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고 용서를 받도록 하십시오.
I know sinners don’t like that. 죄인들을 그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Tell people that they are without God.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십시오.
There is only one Savior, Jesus Christ. 오직 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만이 있습니다.
Tell them they are in sin and sin brings death and punishment. 사람들에게 그들이 죄 가운데 있으며,

죄는 죽음과 형벌을 가져온다고 말하십시오.
And then tell them of the Good News of Jesus Christ: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해

주십시오:
『John 3:16』 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요한복음 3:16』 16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 The Truth About You당신에 대한 진실
『Matthew 7:13-14』 13 Enter ye in at the strait gate: for wide [is] the gate, and broad [is] the way, that leadeth to
destruction, and many there be which go in thereat: 14 Because strait [is] the gate, and narrow [is] the way, which
leadeth unto life, and few there be that find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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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태복음 7:13-14』 13 ¶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넓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14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좁고 그 길이 좁아 그것을 찾는 자가 적으니라.
『Matthew 7:21-23』 21 Not every one that saith unto me, Lord, Lord, shall enter into the kingdom of heaven; but

he that doeth the will of my Father which is in heaven. 22 Many will say to me in that day, Lord, Lord, have we not
prophesied in thy name? and in thy name have cast out devils? and in thy name done many wonderful works? 23

And then will I profess unto them, I never knew you: depart from me, ye that work iniquity.
『마태복음 7:21-23』 21 ¶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22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Stunning, shocking, and tragic words아연실색하게 하는 쇼킹한, 비극적인 말입니다.
Not everyone who says to me, Lord, Lord, will enter the kingdom of heaven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This the tragedy of all tragedies. 이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You thought you were Christians, but later it is revealed you belong to Satan.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 사탄에 속한 사람으로 드러납니다.
They are self-deceived. 그들은 자신을 속였습니다.
Perhaps some of you here are not saved and you are on your way to hell now. 여기 어떤 분은 구원을

받지 않고 지옥 지옥을 향해 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To some of you, some day, our Lord will say “Depart from Me, you workers of iniquity. I never knew

you” 어떤 분에게는, 어느 날, 우리 주님께서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라고 말하시게 될 것입니다.

In verse 13 “Many there be which go in thereat” 13절에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What does this mean?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It means many people don’t understand the truth of the Gospel. 많은사람들이복음의진실을알지못한

다는 뜻입니다.
To your surprise, many churches today don’t preach the Gospel anymore. 놀랍게도, 오늘날많은교회들

이 더 이상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They just don’t believe Jesus is the only way to salvation. 그들은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믿지

않습니다.
They just simply don’t. 그냥 그렇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They don’t understand the gospel and yet they have a false sense of assurance. 그들은복음을알지못하

고서 일종의 거짓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Come to a church, to an altar, you pray a superficial prayer and you say “Jesus come into my heart” and

yet their lives never change. 교회, 제단에 나아와, 것치례의 기도를 하고,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라고 말하면서도 그들의 삶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I have seen this false confession many times. 저는 지금까지 이런 거짓 고백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People pray a sinner’s prayer but they never believe Jesus is the only way to heaven. 사람들은 죄인의

기도를 하지만 예수님이 천국에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믿지 많습니다.
It was a fake prayer. 그것은 거짓 기도입니다.
The person has an erroneous sense of assurance of being a Christian. 그사람은자신이그리스도인이라고

잘못된 확신을 갖습니다.
People fail at self-examination. 사람들은 자신을 살피는데 실패합니다.
If you have some doubt about your salvation, it should not be taken lightly. 만일 당신이 당신의 구원에

대해 의심이 든다면, 그것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됩니다.
Why? Because there is definitely a reasonwhy you doubt about your salvation. 왜나구요? 분명히당신이

구원을 의심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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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know what I am saying here is not popular. 제가 하고 있는 말이 인기 없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But you must examine yourself. 그러나 여러분은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Churches these days want you to feel good about yourself. 요즘 교회들은 여러분이 자신에 대해 좋게

느끼기를 바랍니다.
But the truth is that you should feel bad about yourself if you want to understand the true meaning of

the Gospel. 그러나진실은만일여러분이복음의진짜의미를알고싶다면, 여러분은자신에대해나쁜느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Look at you. 자신을 보십시오.
You profess yourself a Christian. 당신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Yet, you listen to pop music composed by Satan worshippers. 하지만, 당신은 사탄을 숭배하는 자들이

만들 팝 음악을 듣고 있습니다.
You watch pornography. 당신은 포르노를 봅니다.
You drink alcohol and go to bars and hang out with strange women. 당신은 술을 마시고 술집에 가고

낯선 여자들과 놉니다.
You commit adultery. 간음을 합니다.
You cheat on people. 사람들에게 사기를 칩니다.
You have no interest in God’s work.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You have no interest in heaven. 천국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You have no interest in serving the Lord. 주님을 섬기는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And yet you think you are going to heaven because you once said a sinner’s prayer? 그런데도 당신은

죄인의 기도를 한 번 했기 때문에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Your fruit, your evidence shows you are just another worldly unsaved person. 당신의열매, 당신의증거

가 당신은 단지 또 한 사람의 구원받지 않은 세상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Why should God believe you are a true Christian?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어야

합니까?
Why should YOU believe you are a true Christian? 왜 당신은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믿습니까?
『2 Corinthians 13:5』 5 Examine yourselves, whether ye be in the faith; prove your own selves. Know ye not your

own selves, how that Jesus Christ is in you, except ye be reprobates?
『고린도후서 13:5』 5 너희가믿음안에있는지너희자신을살펴보고너희자신을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

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If you are not sure that you are a Christian, you are probably not a Christian. 만일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라는 확신이 없다면, 당신은 아마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It is a time of self-examination. 자신을 살펴볼 시간입니다.
You have perhaps found a comfort zone in your self-delusion. 당신은 자기기만의 편안한 곳을 발견했는

지도 모릅니다.
You feel that way perhaps because you were born into a Christian family. 당신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

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지도 모릅니다.
But the truth is that your parents being Christians has nothing to do with you being a Christian.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부모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You feel you are a Christian because you believe in God. 당신은하나님을믿기때문에그리스도인이라고

느낍니다.
Perhaps you feel you are a Christian because you don’t drink or smoke, and you are a good person.

어쩌면 술이나 담배를 하지 않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But Mormons are good people and yet they still go to hell. 하지만 몰몬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그들은 지옥에 갑니다.
What makes you think that you are better thanMormons? 여러분이몰몬사람들보다더낫다고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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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e real important question is “Do you know the Gospel? Were you born-again and saved?” 정말
중요한 질문은 “당신은 복음을 아십니까? 다시 태어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입니다.

You have to think outside the comfort zone and self-examine yourself. 여러분은 편안한 곳에서 나와
스스로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Did you have repentance for sin, confession of sin, submission to the lordship of Christ, brokenness,
humility, obedience to the word of the Lord? 여러분은 죄의 회개, 죄의 고백,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부서진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까?

Our profession, our zeal, our passion, our works for the Lord are good things. 우리의고백, 우리의열심,
우리의 열정, 주를 위한 우리의 일들은 좋은 것들입니다.

But without our heart truly longing for Him and His kingdom of heaven, our works are useless. 그러나
진정으로 주님과 그분의 하늘의 왕국을 마음으로 구하지 않고는, 우리의 행위들은 쓸모 없습니다.

Our opinion about how salvation works is not important. 구원이어떻게작동하는지에대한우리의의견
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how God thinks about how salvation works.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Some point in your childhood, you said you accepted Christ. 당신은 어릴 적 언젠가 그리스도를 받아들
였다고 말했습니다.

You believe in God. 당신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You go to church every Sunday. 당신은 일요일마다 교회에 갑니다.
You know some Bible stories. 당신은 성경 이야기들을 알고 있습니다.
But you have no real humility. 하지만 당신에게는 진정한 겸손이 없습니다.
No brokenness. 마음이 부서지지도 않았습니다.
No godliness. 신실함도 없습니다.
No hope in heaven. 천국에 희망이 없고
No true repentance진정한 회개가 없으며
No true obedience. 진정한 복종이 없고
No true separation from the world진정한 세상과의 분리가 없습니다.
You still love the world당신은 여전히 세상을 사랑합니다.
Are you really a Christian? 당신은 정말 그리스도인입니까?
This is a fair question. 이것은 공평한 질문입니다.
I am not talking about perfection here. 저는 여기서 완전함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I am talking about direction here. 저는 여기서 방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I am not perfect.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No Christian is perfect. 어떤 그리스도인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No Christian is perfectly obedient to the word of God. 어떤 그리스도인도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

하지 않습니다.
I always fall short of God’s expectation. 저는 언제나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치 못합니다.
I always fail him. 저는 언제나 그분을 실망시킵니다.
But I long to be obedient. 하지만 저는 순종하기를 갈망합니다.
I long to be his humble servant. 저는 그분의 겸손한 종이 되고 싶습니다.
I long to be in His Kingdom. 저는 하나님의 왕국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I long to be rewarded in His Throne. 저는 하나님의 왕좌에서 상을 받게 되기를 갈망합니다.
I long to hear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from the Lord. 저는주님께 “잘했다, 선하고신실한

종아”라는 말을 정말 듣고 싶습니다.
If you don’t have these godly desires, then you are perhaps not a Christian. 만일 당신이 이런 바램을

갖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닐지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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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meone who is only interested in this world is a fake believer. 이 세상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은 가짜
신자입니다.

If you truly believe in the Gospel, you must be interested in the things above: 만일 당신이 진정으로
복음을 믿는다면, 당신은 위와 같은 것들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John 6:27』 27 Labour not for the meat which perisheth, but for that meat which endureth unto everlasting life,

which the Son of man shall give unto you: for him hath God the Father sealed.
『요한복음 6:27』 27썩어없어지는양식을위해수고하지말고영존하는생명에이르도록항상있는그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봉인하셨느니라, 하시니라.
You don’t come to Church because you want to feel good about yourself, or to look for blessing, healing,

happiness, riches, money, and success. 여러분은 기분이 좋아지고 싶어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혹은
복을 받기 위해, 치료, 행복, 부귀, 돈, 그리고 성공을 찾아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You believe in God, because you look for righteousness, holiness, forgiveness, and eventually heaven
that Christ promised.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이 의, 거룩함, 용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찾기 때문입니다.

Being a Christian means that you will be hated by the world.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
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Matthew 10:22』 22 And ye shall be hated of all men for my name’s sake: ...
『마태복음 10:22』 22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John 15:18』 18 If the world hate you, ye know that it hated me before it hated you.
『요한복음 15:18』 18 세상이너희를미워하면그것이너희를미워하기전에나를미워한줄너희가아느니라.
『James 4:4』 4 Ye adulterers and adulteresses, know ye not that the friendship of the world is enmity with God?

whosoever therefore will be a friend of the world is the enemy of God.
『야고보서 4:4』 4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느니라.

The world is the enemy of God. 세상은 하나님의 적입니다.
The world hates you if you are a true Christian.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은 여러분을 미워

합니다.
The persecution will come to you. 여러분에게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However, we should gladly take this persecution. 그러나, 우리는 이 핍박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Because we’ve been blessed to belong to His heavenly kingdom.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하늘의 왕국

에 속하는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There is no greater blessing than this. 이 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Everything you’ve enjoyed doing before, watching pornography, going to bars, spending time onworth-

less things, now you must hate them because things of the world do not belong to the kingdom of God. 여
러분이 이전에 즐겼던 모든 일들, 포르노를 보고, 술집에 가고, 쓸데 없는 일들에 시간을 쓰던 일들을 이제
여러분은 미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일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And you should be busy with spending time in investing in heaven. 그리고 여러분은 천국에 투자하는
일에 바쁘게 시간을 써야 합니다.

We should love the word of God because it gives us life. 우리는하나님의말씀을사랑해야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입니다.

This is the evidence of a true believer. 이것은 진정한 신자의 증거입니다.
Not empty words, but genuine words from the bottom of our heart. 공허한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짜 말들을 하는 것.
Not a slave to sin, but a slave of righteousness.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는 것.
Not consumed with the world, but consumed with Christ. 세상에 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열중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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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 longing for the world, but longing for His righteousness. 세상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

Not having pride, but longing to be humble and broken. 교만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고 통회한 마음을
갈망하는 것.

Jesus called fake believers as tares sown among the wheat. 예수님께서는 거짓 신자들을 밀 밭에 자라는
가라지로 부르셨습니다.

And these tares will be burnt on a judgement day. 이 가라지들은 심판의 날에 불타게 될 것입니다.
『Matthew 13:30』 30 Let both grow together until the harvest: and in the time of harvest I will say to the reapers,

Gather ye together first the tares, and bind them in bundles to burn them: but gather the wheat into my barn.
『마태복음 13:30』 30 둘다수확때까지같이자라게두어라. 수확하는때에내가거두는자들에게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하시니라.
The wheat, the true believers, will belong to His kingdom. 진정한 신자, 밀은 하나님의 왕국에 속하게

됩니다.
The tares, the fake ones, will be burnt in hell. 거짓 신자, 가라지는 지옥에서 불타게 됩니다.
Which one are you? The wheat or tare?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밀입니까 가라지입니까?
There will be final judgement.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Romans 14:10』 10 ...we shall all stand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로마서 14:10』 10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
Let me ask you a few questions: 몇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다:
Are you unwilling to yield to Christ? 여러분은 그리스도께 굴복하지 않고 싶습니까?
Are you bothered by the word of God?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귀찮습니까?
Are you bothered by Christ command?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성가십니까?
If you are, perhaps you are not a child of God. 만일그렇다면, 여러분은아마도하나님의자녀가아닙니다.
Sadly, you belong to the group to which the Lord said, “I never knew you : depart fromme, ye that work

iniquity.” 슬프게도, 여러분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사람들, “나는 너를 결코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에 속해 있습니다.

This is the tragedy of all tragedies. 이것은 비극 중의 비극입니다.
Perhaps today is the day you let your sinful nature go away아마도오늘이여러분이죄의본성을버리는

날이 될지 모릅니다.
And cast all of your burden to the Lord. 여러분의 모든 짐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The Lord will take up your sins if you truly repent of your sins. 만일 여러분이 진정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지실 것입니다.
Yield yourself to Christ and have hope in heaven.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하늘에 소망을 두십시오.
The heaven is yours if you do this. 이렇게 한다면, 천국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Not because of your effort or righteousness, but because what Christ did on the cross. 여러분의노력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일 때문입니다.
Christ gave up His precious life to pay off your sins. 그리스도께서여러분의 죄 값을 치르기 위해당신의

귀한 생명을 바치셨습니다.
He is not only our Lord, but also the Creator of the universe. 그분께서는 우리의 주일 뿐 아니라, 우주의

창조주이시기도 합니다.
He not only created you, but also created Satan. 그분께서는 여러분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사탄도

창조하셨습니다.
Our God is showing everyone Who is in charge.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누가 관장하고 있는지를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Satan was already defeated and on his way to hell. 사탄은 이미 패하였으며, 지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We should not follow the path of Satan. 우리는 사탄의 길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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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follow Satan when we can follow the Creator of the universe? 우리가 우주의 창조주를 따라갈 수
있는데, 왜 사탄을 따라갑니까?
『Revelation 7:12』 12 Saying, Amen: Blessing, and glory, and wisdom, and thanksgiving, and honour, and power,

and might, be unto our God for ever and ever. Amen.
『요한계시록 7:12』 12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토록 있으리로다. 아멘, 하더라.
Be on the right side of history. 역사의 바른 편에 서시기 바랍니다.
Why take the loser’s side? 왜 패자의 편에 서십니까?
Take the side of the Winner, Governor, and Creator of the universe! 승자의 편, 통치자이며 우주의 창조

주의 편에 서십시오!
*** Let’s pray ***

Heavenly Father, thanks for your word. We are eternally grateful for your redemption on the cross. We are
called to preach the good news of Your Gospel. Let us have hope in heaven, not on earth. Let us long for
You, not the things of this world, because the things of this world will perish. If there is any soul who is not
saved, please pour our Your saving Spirit on them so we all one day can be with you in heaven. In Christ
Name we pray,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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