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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벧전( 4:7-11)
역사를 돌고 도는 원형으로 생각하거나 역사는 하나의 나선형으로 돌고 돌면서 전진
해 나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독교적인 역사관. 
은 직선적인 흐름이다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역사는 주님의 재림으로 끝이 난다. . 
본문은 역사의 끝에서 주님을 만날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권고하는 말씀이다. 
첫째 깨어 기도하라, 
말세는 고통이 있는 시대다 기도해야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기도해야 고통하는 세대. 
에서 휩쓸리지 않을 수 있다 딤후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 3:5) “... ”
본문 절은 말세를 사는 성도에게는 기도할 때 가질 특별한 태도를 가르친다7 . 
벧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 4:7) “
기도하라 이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고 ” 1) 
군인이 보초를 서듯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육신적에 이끌리지 말고 영적인 2) 3) 

것에 이끌려 깨어 기도하라는 가르침이다 말세에는 여기저기서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 
거짓 이단들이 그릇된 종말론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치우쳐 넘어뜨리려 한다. 
시험에 들지 않는 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깨어 기도하는 것이다.  
둘째 뜨겁게 사랑하라, 
벧전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4:8 
뜨겁게 라는 헬라어 ' ' 엑테네' 는 ' 잡아늘인다 는 뜻이다 사랑의 본질은 허다한 허물' ' . 
을 덮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기의 한계가 다르지만 주님 오. , 
실 때가 가까움을 인식하며 사는 성도는 남의 허다한 죄를 덮고 죄와 허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랑을 늘려야 한다. 부모님은 자녀를 뜨거운 사랑으로 사랑한다 연애하 . 
는 남녀에게도 뜨거운 사랑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원본은 하나 . 
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 그리고 .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
랑하라 요 고 말씀하셨다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15:12)” . .
셋째 자기의 받은 은사대로 봉사하라, 
말세에는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시대다 권위를 부정한다 각자가 소견대로 행한다. . . 
사랑이 식는 시대다 봉사하기보다 섬김 받기를 원하고 남을 헤아리기보다 내 아픔만 . , 
생각하는 시대다 그래서 원망이 많고 미움을 쉽게 풀지 않는다 이러한 시대를 사는 . , . 
성도에게 하나님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
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절 고 말씀하신다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서로 봉사하며 ”(10 ) . 
산 성도를 칭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25:35-36 “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절은 ” 11
봉사하는 태도와 목적을,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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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왔으니 벧전( 4:7-11)
마음으로 만나기 1. (Welcome)
한 주간 성경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나 기도 응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봅시다 .

경배와 찬양 찬송가 장 하나님의 독생자2. (Worship) : 171 ‘ ’
절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1 ) 
내 모든 죄 사하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절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2 )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절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뵈오리라 (3 )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후렴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 )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말씀 나누기 벧전 말씀을 읽고 셀리더가 말씀을 요약합니다3. (Word) : 4:7-11 .

역사관이 다른 삶을 살게 한다 어떤 역사관이 있는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1) . ? 
할 성경적인 역사관은 무엇입니까? 

말세를 사는 성도가 더욱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딤후 2) ? ( 3:1-5)
    말세를 사는 성도는 어떠한 인식을 가져야 할지 본문 절에서 찾아보자 벧전7 .( 4:7)

본문에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 중에서 뜨겁게 에 해당하는 단어 헬 3) , ‘ ’ ἐ ῆ( , κτεν
엑테네 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엑테네 사랑이 무엇인지 이야기해보세요) ? .

교회를 섬기는 봉사는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성도를 섬기는 봉사는 어떠한 것 4) ? 
들이 있습니까 자신이 실천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씩을 나눠보세요? .

이번 주 설교를 통해 깨달은 것과 적용하여 실천할 것 한 가지씩 나누어 보세요 5) .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4. (Work of Prayer)
참석한 셀원들의 기도제목 나누기 1)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 2) 
담임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지켜주소서    - 
월 일 청년부수련회에 영적으로 하고 말씀으로 하게 하소서    - 10 3 wake up , fill up

출근하고 등교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소서    -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여 리바이벌 유럽의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