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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Soldier of the Cross
■ 오늘의 본문말씀 : 디모데후서 2:3-4
『2 Timothy 2:3-4』 3 Thou therefore endure hardness, as a good soldier of Jesus Christ. 4 No man that warreth
entangleth himself with the affairs of [this] life; that he may please him who hath chosen him to be a soldier.
『디모데후서 2:3-4』 3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 내라. 4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1
1.1

A Good Soldier is Firm. 좋은 군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There is a spiritual battle going on right now. 지금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 Romans 3:23
『Romans 3:23』
『로마서 3:23』

23
23

For all have sinned, and come short of the glory of God;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 Romans 6:23
『Romans 6:23』
Lord.
『로마서 6:23』
생명이니라.

1.2

23

23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through Jesus Christ our
죄의 삯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를 통해 얻는 영원한

God created man with a purpose.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1. Genesis 2:7
『Genesis 2:7』 7 And the LORD God formed man [of] the dust of the ground, and breathed into his nostrils
the breath of life; and man became a living soul.
『창세기 2:7』 7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 있는 혼이 되니라.
2. John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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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3. John 1:12
『John 1:12』 12 But as many as received him, to them gave he power to become the sons of God, [even] to them
that believe on his name:
『요한복음 1:12』 12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2
2.1

A Good Soldier is Fearless. 좋은 군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Enemies of God – devil, world and the flesh. 하나님의 적 – 마귀, 세상, 육신
1. 1 John 2:15-17
『1 John 2:15-17』 15 Love not the world, neither the things [that are] in the world. If any man love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16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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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s, and the pride of life, is not of the Father, but is of the world.
thereof: but he that doeth the will of God abideth for 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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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And the world passeth away, and the lust

『요한1서 2:15-17』 15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16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 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17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 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2. 1 Peter 5:8
『1 Peter 5:8』 8 Be sober, be vigilant; because your adversary the devil, as a roaring lion, walketh about, seeking
whom he may devour:
8

『베드로전서 5:8』
삼킬 자를 찾나니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3. 1 John 1:9
『1 John 1:9』 9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to forgive us [our] sins, and to cleanse us from all
unrighteousness.
『요한1서 1:9』 9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4. James 4:7
『James 4:7』

7

Submit yourselves therefore to God. Resist the devil, and he will flee from you.

『야고보서 4:7』
도망하리라.

2.2

7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We are on the winning side. 우리는 승리의 편에 서 있습니다.
1. Romans 8:31
『Romans 8:31』

31

What shall we then say to these things? If God [be] for us, who [can be] against us?

31

『로마서 8:31』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 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2. Joshua 14:12
『Joshua 14:12』 12 Now therefore give me this mountain, whereof the LORD spake in that day; for thou heardest
in that day how the Anakims [were] there, and [that] the cities [were] great [and] fenced: if so be the LORD
[will be] with me, then I shall be able to drive them out, as the LORD said.
『여호수아 14:12』 12 그러므로 이제 그 날 주께서 말씀하신 이 산을 내게 주소서. 거기에 아낙 족속이
있었으며 그 도시들이 크고 성벽으로 둘린 것을 당신도 그 날 들으셨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매

3
3.1

A Good Soldier is Fervent. 좋은 군사는 열심을 냅니다.
It is not possible to please God without faith.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1. Apostle Paul
a) Acts 7:59-60
『Acts 7:59-60』 59 And they stoned Stephen, calling upon [God], and saying, Lord Jesus, receive my spirit.
60
And he kneeled down, and cried with a loud voice, Lord, lay not this sin to their charge. And when he
had said this, he fell asleep.
『사도행전 7:59-60』 59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가 [하나님]을 부르며 이르되, [주] 예수님이여,
내 영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 무릎을 꿇고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 이 죄를 저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더라. 이 말을 하고 그가 잠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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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cts 9:6a
『Acts 9:6』 6 And he trembling and astonished said, Lord, what wilt thou have me to do? And the Lord
[said] unto him, Arise, and go into the city, and it shall be told thee what thou must do.
『사도행전 9:6』 6 그가 떨며 심히 놀라 이르되, [주] 여, 내가 무엇을 하기 원하시나이까? 하매 [주]
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네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을 듣게 되리라,
하시니라.
2. Isaiah
a) Isaiah 6:5
『Isaiah 6:5』 5 Then said I, Woe [is] me! for I am undone; because I [am] a man of unclean lips, and I
dwell in the midst of a people of unclean lips: for mine eyes have seen the King, the LORD of hosts.
『이사야 6:5』 5 ¶ 그때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의 한가운데 거하므로 망하게 되었나니 내 눈이 [왕] 곧 만군의 주를 보았도다, 하였더라.
b) Isaiah 6:7-8
『Isaiah 6:7-8』 7 And he laid [it] upon my mouth, and said, Lo, this hath touched thy lips; and thine
iniquity is taken away, and thy sin purged. 8 Also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saying, Whom shall I send,
and who will go for us? Then said I, Here [am] I; send me.
『이사야 6:7-8』 7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네 입술에 닿았으니 네 불법이 제거되고
네 죄가 깨끗하게 되었느니라, 하더라. 8 또 내가 [주] 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더라.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
서, 하였더라.
c) Matthew 5:8
『Matthew 5:8』 8 Blessed [are] the pure in heart: for they shall see God.
『마태복음 5:8』 8 마음이 순수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 을 볼 것이기 때문이요,

3.2

Captain of our faith commands us to “Go” 우리 믿음의 대장께서 우리에게 “가라”
명령하십니다.
1. Mark 16:15
『Mark 16:15』

15

And he said unto them, Go ye into all the world, and preach the gospel to every creature.

『마가복음 16:15』
선포하라.

15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2. Matthew 19:20
『Matthew 19:20』
lack I yet?

20

The young man saith unto him, All these things have I kept from my youth up: what

『마태복음 19:20』 20 그 청년이 그분께 이르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지켰거니와 아직도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니이까? 하거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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