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IBC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November 11, 2021

Sermon: Behold All Things Are Become New

■ 오늘의 주 성경구절 : 고린도후서 5:17
『2 Corinthians 5:17』 17 Therefore if any man [be]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old things are passed
away; behold, all things are become new.
『고린도후서 5:17』 17 그런즉누구든지그리스도안에있으면그는새로운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1 Understanding and Believing the Gospel복음을 이해하는 것과
믿는 것

『Romans 1:16』 16 For I am not ashamed of the gospel of Christ: for it is the power of God unto salvation to
every one that believeth; to the Jew first, and also to the Greek.
『로마서 1:16』 16내가그리스도의복음을부끄러워하지아니하노니이는그복음이믿는모든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그리스인에게로다.
『1 Corinthians 15:2-4』 2 By which also ye are saved, if ye keep in memory what I preached unto you,

unless ye have believed in vain. 3 For I delivered unto you first of all that which I also received, how that
Christ died for our sins according to the scriptures; 4 And that he was buried, and that he rose again the
third day according to the scriptures:
『고린도전서 15:2-4』 2 너희가만일내가너희에게선포한것을기억하고헛되이믿지아니하였으

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3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4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Romans 6:17-18』 17 But God be thanked, that ye were the servants of sin, but ye have obeyed from

the heart that form of doctrine which was delivered you. 18 Being then made free from sin, ye became the
servants of righteousness.
『로마서 6:17-18』 17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부터 순종하고 18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Romans 3:12』 12 They are all gone out of the way, they are together become unprofitable; there is none

that doeth good, no, not one.
『로마서 3:12』 12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Isaiah 64:6』 6 But we are all as an unclean [thing], and all our righteousnesses [are] as filthy rags;

and we all do fade as a leaf; and our iniquities, like the wind, have taken us away.
『이사야 64:6』 6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John 16:8』 8 And when he is come, he will reprove the world of sin, and of righteousness, and of

judgment:
『요한복음 16:8』 8 그분께서오셔서죄에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대하여세상을꾸짖으시리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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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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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린도후서 5:21』 21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1.1 Continuing in the Gospel복음 안에서 계속하기
Salvation is evident by continuing in the gospel. 복음 안에서 계속 거하면 구원받은 것이 분명합
니다.

Those who profess the gospel and then renounce it are not saved and never were saved. 복음을
공언하다가 그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것이 아니며 구원받은 적이 없습니다. 

Paul had doubt about the salvation of the churches in Galatia because they had left the gospel
of grace. 바울은갈리디아교회사람들이은혜의복음을떠났기때문에그들의구원을의심하였습니다.
『Galatians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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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디아서 1:6-8』 6 그리스도의은혜안으로너희를부르신분을너희가이렇게속히떠나다른

복음으로 옮겨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7 그것은 또 다른 참 복음이 아니며 다만 너희를
어지럽히고그리스도의복음을왜곡하려하는자들이더러있도다. 8 그러나우리나혹은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Galatians 4:20』 20 I desire to be present with you now, and to change my voice; for I stand in doubt of

you.
『갈라디아서 4:20』 20 내가 이제 너희와 함께 있어 내 목소리를 바꾸기 원하노니 나는 너희에

대하여 의심하노라.

1.2 Believing in Jesus Christ as Lord and Saviour with the Whole Heart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주와 구원자로 믿기

『John 6:68-69』 68 Then Simon Peter answered him, Lord, to whom shall we go? thou hast the words of
eternal life. 69 And we believe and are sure that thou art that Christ, the Son of the living God.
『요한복음 6:68-69』 68 그때에 시몬 베드로가 그분께 대답하되, [주]여,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주께 있사온대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리이까? 69 우리는 주께서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
의 [아들]이심을 믿고 확신하나이다, 하매

1.3 A Born Again Conversion Experience That Changes the Life삶을 바꾸는 다시
태어남의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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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2 Corinthians 5:17』 17 Therefore if any man [be] in Christ, [he is] a new creature: old things are passed

away; behold, all things are become new.
『고린도후서 5:17』 17 그런즉누구든지그리스도안에있으면그는새로운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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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hesians 2:1』 1 And you [hath he quickened], who were dead in trespasses and sins;
『에베소서 2:1』 1 또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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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그리스도와함께십자가에못박혀있으나그럼에도불구하고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느니라. 나는 지금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1.4 Personal Knowledge of and Relationship with the Lord주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개인적인 관계를 맺기

『John 17:3』 3 And this is life eternal, that they might know thee the only true God, and Jesus Christ, whom
thou hast sent.
『요한복음 17:3』 3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John 10:27』 27 My sheep hear my voice, and I know them, and they follow me:
『요한복음 10:27』 27 내 양들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2 Timothy 1:12』 12 For the which cause I also suffer these things: nevertheless I am not ashamed: for I

know whom I have believed, and am persuaded that he is able to keep that which I have committed unto him
against that day.
『디모데후서 1:12』 12이런까닭에나도이일들로고난을당하되그럼에도불구하고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 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 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Galatians 4:6』 6 And because ye are sons, God hath sent forth the Spirit of his Son into your hearts,

crying, Abba, Father.
『갈라디아서 4:6』 6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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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쫓지아니하였나이까? 주의이름으로많은놀라운일을행하지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23 그때에
내가그들에게밝히말하되, 내가너희를결코알지못하였노라. 불법을행하는자들아, 너희는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1.5 Rejection of False Religion거짓 종교를 거부함
『1 Thessalonians 1:9』 9 For they themselves shew of us what manner of entering in we had unto you, and
how ye turned to God from idols to serve the living and true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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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살로니가전서 1:9』 9 그들이 직접 우리에 관하여 보여 주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너희에게
들어갔는지 또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며

1.6 Rejection of Self-righteousness스스로 의롭다 하기를 거부함
『Luke 18:9-14』 9 And he spake this parable unto certain which trusted in themselves that they were righ-
teous, and despised others: 10 Two men went up into the temple to pray; the one a Pharisee, and the other
a publican. 11 The Pharisee stood and prayed thus with himself, God, I thank thee, that I am not as other
men [are], extortioners, unjust, adulterers, or even as this publican. 12 I fast twice in the week, I give tithes
of all that I possess. 13 And the publican, standing afar off, would not lift up so much as [his] eyes unto
heaven, but smote upon his breast, saying, God be merciful to me a sinner. 14 I tell you, this man went down
to his house justified [rather] than the other: for every one that exalteth himself shall be abased; and he that
humbleth himself shall be exalted.
『누가복음 18:9-14』 9 또 그분께서 자기가 의롭다고 스스로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어떤

자들에게이비유를말씀하시되, 10 두사람이기도하러성전에올라갔는데하나는바리새인이요다른
하나는 세리더라. 11 바리새인은 서서 자기 홀로 이렇게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내가 다른
사람들 곧 착취하는 자들과 불의한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더욱이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감사하나이다. 12 나는일주일에두번금식하고내모든소유의십일조를드리나이다, 하고
13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
이여, 죄인인 내게긍휼을베푸소서, 하니라. 14 내가너희에게이르노니, 저 사람이 아니라오히려이
사람이의롭게되어자기집으로내려갔느니라. 자기를 높이는자는다낮아지고자기를낮추는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1.7 Love of God’s Word하나님의 말씀을 사랑
『John 8:47』 47 He that is of God heareth God’s words: ye therefore hear [them] not, because ye are not of
God.
『요한복음 8:47』 47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

들을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1.8 Do not love the World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1 John 2: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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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yes, and the pride of life, is not of the Father, but is of the world.
『요한1서 2:15-16』 15 세상이나세상에있는것들을사랑하지말라. 어떤사람이세상을사랑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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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Interest in the Salvation of Souls영혼 구원에 관심을 두기
『John 1:40-42』 40 One of the two which heard John [speak], and followed him, was Andrew, Simon Peter’s
brother. 41 He first findeth his own brother Simon, and saith unto him, We have found the Messias, which
is, being interpreted, the Christ. 42 And he brought him to Jesus. And when Jesus beheld him, he said, Thou
art Simon the son of Jona: thou shalt be called Cephas, which is by interpretation, A stone.
『요한복음 1:40-42』 40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른 두 사람 중의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더라. 41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내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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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42 그가 그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매 예수님께서 그를 바라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1.10 Divine Chastisement하나님의 징계
『Hebrews 12:6-8』 6 For whom the Lord loveth he chasteneth, and scourgeth every son whom he receiveth.
7 If ye endure chastening, God dealeth with you as with sons; for what son is he whom the father chasteneth
not? 8 But if ye be without chastisement, whereof all are partakers, then are ye bastards, and not sons.
『히브리서 12:6-8』 6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친히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

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7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 내면 [하나님]께서 아들들을 대우하듯 너희를
대우하시나니아버지가징계하지않는자가무슨아들이냐? 8 모든사람이징계를받으므로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아요 아들이 아니니라.

2 Consequences of Sin in a Believer’s Life신자가 죄를 지었을 때의
결과

2.1 Broken Fellowship with God하나님과의 교제가 깨어짐
『1 John 1:5-7』 5 This then is the message which we have heard of him, and declare unto you, that God is
light, and in him is no darkness at all. 6 If we say that we have fellowship with him, and walk in darkness,
we lie, and do not the truth: 7 But if we walk in the light, as he is in the light, we have fellowship one with
another, and the blood of Jesus Christ his Son cleanseth us from all sin.
『요한1서 1:5-7』 5 그런즉 우리가 그분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밝히 드러내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전혀 어둠이 없다는 것이라. 6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둠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7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2.2 Powerlessness in Prayer기도가 무력해짐
『Psalms 66:18』 18 If I regard iniquity in my heart, the Lord will not hear [me]:
『시편 66:18』 18 내가 마음속으로 불법에 관심을 두면 [주]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리라.
『1 John 3:22』 22 And whatsoever we ask, we receive of him, because we keep his commandments, and

do those things that are pleasing in his sight.
『요한1서 3:22』 22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

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들을 행하기 때문이라.

2.3 Bad Influence나쁜 영향을 끼침
Lot’s illustration

2.4 God’s Chastening하나님의 징계
Hebrews 1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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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Loss of Opportunities for Service and Fruit섬김과 열매를 얻을 기회를 잃음
『2 Corinthians 5:20』 20 Now then we are ambassadors for Christ, as though God did beseech [you] by us:
we pray [you] in Christ’s stead, be ye reconciled to God.
『고린도후서 5:20』 20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

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2.6 A Day of Accounting at Christ’s Judgment Seat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회계보고
하는 날

『1 John 2:28』 28 And now, little children, abide in him; that, when he shall appear, we may have confidence,
and not be ashamed before him at his coming.
『요한1서 2:28』 28 어린자녀들아, 이제그분안에거하라. 이것은그분께서나타나실때에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요,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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