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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묵상과 적용
1.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기꺼
이그렇게사시겠습니까?
2. 베드로의때와같이오늘날에도거짓선생들이형제들가운데서일어날위험이있습니까? 그
들을식별해내려면무엇을알아야합니까? 무엇이여러분을보호해줍니까?

생

업이 어부였던 베드로는 위대하신 목자에게 붙들려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의 가장
암울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양들의 복지를 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이 경
이롭게 여겨지십니까?
베드로가 숯불 옆에 예수님과 함께 서 있던 그 날, 생선 굽는 냄새가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던
그 때부터 베드로는 자신이 어떻게 죽게 될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충성을 다할 작정이
었습니다. 자신의 참혹한 죽음에 대한 염려보다도 예수께서 그에게 먹이고, 치라고 맡기신 주님의
양에 대한 관심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A.D.63-64년경, 베드로는“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편지를 보냅니다. 전통에 따르면, A.D.64년 베드로는 한때 모른다고 부인
했던 주님을 위하여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자기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과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자라갔던 것입니다!

3. 어떻게 하면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에서자라가기위해여러분이해야할일은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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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연구
1. 베드로후서를 읽으면서 저자(나, 우리 등의 대명사)와 수신자들(너희 등의 대명사들)에 관한
사실을찾아본문에독특한방법으로각각표시하십시오. 그리고나서다음각질문들에대한
답을 387-1쪽의 베드로후서 관찰 도표에 기록하십시오. 저자가 자신에 대해 뭐라고 말하는
지관찰하십시오. 그의인생어느때에이서신을쓰는가? 수신자들은누구인가? 그들은어떻
게묘사되는가? 왜쓰는가?
2. 독특한방법으로, 387-1쪽의베드로후서개관도표에있는중심단어들(과그동의어와대명
사들)을 본문에 표시하십시오. 그런 다음 이 중심 단어들을 표시하면서 배운 진리들을 별지
에기록하십시오. 목록은이서신의흐름을파악하는데도움이될것이므로철저하게작성하
십시오.
3. 베드로후서를다시한번더읽으면서베드로가독자들에게그들의행위와믿음에관하여주
는 구체적인 교훈들을 찾아보십시오. 이것들을 베드로후서 관찰 도표의“교훈들”아래에 기
록하십시오. 또한베드로가그들에게조심하라고경고한사람이나무리를찾아보십시오.
4. 이 서신에서, 베드로는 구체적으로 그가 왜 이 서신을 쓰는지 언급합니다.“너희에게 쓰노
니”
라고말하는구절을찾아밑줄을그으십시오. 또한기록목적을나타내는다른구절이있
으면밑줄을그으십시오. 그가쓴목적을베드로후서개관도표에기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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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단락의메시지를요약하고그주제를베드로후서개관도표에기록하십시오. 그런다음장
주제와책주제를정하여도표와그장의적절한곳에기록하십시오.
6. 하나님에관한모든언급에표시하십시오. 그런다음이짧지만대단히필요한서신에서하나
님에대해배우는바를기록하십시오.
7. 베드로후서에는 주의 날에 관한 언급이 있습니다. 423-7쪽의 도표에 여러분이 통찰한 바를
기록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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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 1장 주제
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
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
게편지하노니
고후4:13 1장 중심 단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앎으로 은혜와 평강이 너
희에게더욱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1:2 앎으로
επj ιγv νωσις, 에피그노
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 (
시스) 강조용법인‘에
써우리를부르신이를앎으로말미암음이라
피’
와‘알다’
는 뜻의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 ‘그노시스’가 결합한
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 단어. 전인격적인 관계
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속에서 깊은 영향을 주
자가되게하려하셨느니라
엡4:24 고 받는 앎을 뜻한다.
그러므로너희가더욱힘써너희믿음에덕을, 덕에
지식을,
벧전3:7 1:5 덕
지식에절제를, 절제에인내를, 인내에경건을,
(αρj ετη,v 아레테) 도덕
경건에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사랑을더하라
적탁월성, 사물의존재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목적대로쓰임받는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되지않게하려니와
요15:2 1:6 절제
j κρα
ατε
v εια, 엥크라테
이런것이없는자는맹인이라멀리보지못하고그 (εγκ
(엔)와
의옛죄가깨끗하게된것을잊었느니라
엡5:26 이아)‘안에’
‘힘’
(크라토스)이
결합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
한
단어로서
넘치는
힘
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
을 안에 가두어 두고
족하지아니하리라
다스리는 것을 말한다.
이같이하면우리주곧구주예수그리스도의영원
한나라에들어감을넉넉히너희에게주시리라
1:7 더하다
○그러므로너희가이것을알고이미있는진리에서 (επj ιχχορηγεω
v , 에피코
있으나내가항상너희에게생각나게하려하노라
레게오) 강조용법인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 ‘에피’
와‘공급하다’
는
게함이옳은줄로여기노니
의미인‘코레게오’
의
이는우리주예수그리스도께서내게지시하신것같 합성어로‘아낌없이
이나도나의장막을벗어날것이임박한줄을앎이라 공급하다’
는 뜻이다.

1:3 그의 신기한 능력 공) 하느님의 능력. 표) 그의 권능.
1:4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공) 하느
님의 본성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NIV) you may participate in the divine nature.
1:8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표)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
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1:13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현) 나는 이 육체의 천막 속에
사는 동안. NASB) as long as I am in this earthly dwelling.
1:14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앎이라 공)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1:19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현) 여러분은 어두움
을 밝혀 주는 등불과 같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좋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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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장막
15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κηνv ωµα, 스케노마)
(σκ
때나이런것을생각나게하려하노라
‘스케노오’
(장막을 세우 16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
다)에서파생. 영혼의임
에게알게한것이교묘히만든이야기를따른것이
시 거처인 인간의 육신
아니요우리는그의크신위엄을친히본자라
을일컫는문학적표현. 17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
1:16 교묘히 만든
φιζv ω, 소피조)‘소
(σοφ
포스’
(지혜로운)에서 18
파생된 말로‘기교를
부리다’
는 뜻. 여기서 19
는남을속이기위해기
술적으로 교묘하게 꾸
며만드는것을뜻한다.

20

1:20 사사로이
v , 이디아) 원뜻은
( ιδj ια
21
‘개인에게 속한.’인간
적 잣대와 개인의 지식
에의존하는것을뜻함.
2장 주제

2장 중심 단어

2
2

3
2:2 호색
j ελ
v γε
εια, 아셀게이
(ασ
아)‘아셀게스’
(방탕한)
에서 파생. 성적 쾌락 4
혹은자제할수없을정
도의지나친성적욕망.
5
2:4 지옥
v ταρο
ος, 타르타로
(ταρτ
스) 저주받은 자들의 6
거주지를 뜻하는 헬라
식 명칭. 헬라인들은
깊은 지하 세계를 악 7
한 범죄자들이 영원히
형벌받는 장소라고 생 8
각했다.
2:7 고통 당하는
9
αταποονεω
v , 카타포
(κα
네오)‘카나포네오마
이’
(촛밀이 녹아내리 10

를이는내사랑하는아들이요내기뻐하는자라하
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
마3:17;눅9:35
셨느니라
이소리는우리가그와함께거룩한산에있을때에
출3:5
하늘로부터난것을들은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
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
으니라
먼저알것은성경의모든예언은사사로이풀것이
롬12:6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
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
아말한것임이라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
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
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
행20:30
로취하는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
롬2:24
암아진리의도가비방을받을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
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
니하며그들의멸망은잠들지아니하느니라 딤전6:5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
유1:6
키게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
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
니한자들의세상에홍수를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
창19:24
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
창19:16
는의로운롯을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
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
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
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다. NIV) and you will do well to pay attention to it.
1:20 성경의 모든 예언은 … 아니니 현) 성경의 예언을 자기 멋
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2:1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표) 자기들이 받을 파
멸을 재촉할 것입니다.
2:2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현) 많은 사람이 그들

의 방탕한 길을 따를 것이며.
2:3 그들의 심판은 …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표) 하나님께서는 이
미 오래 전에 그들에게 내리실 심판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파멸
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입니다.
2:10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공) 하느님의 권위를
멸시하는 자들을. NASB) and despise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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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 다)에서 파생. 지나치게
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 노동하여 녹초가 된 상
유1:8,16,18 태를 일컫는데 여기에
광있는자들을비방하거니와
더큰힘과능력을가진천사들도주앞에서그들을 서 엄청나게 고통받다
는의미를갖게되었다.
거슬러비방하는고발을하지아니하느니라
그러나이사람들은본래잡혀죽기위하여난이성
없는짐승같아서그알지못하는것을비방하고그 2:10 주관하는 이
υριοοτv ης, 퀴리오테
유1:10 (κυ
들의멸망가운데서멸망을당하며
스)
(주)에서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 ‘퀴리오스’
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 파생. 절대권력을가진
자. 여기서는하나님.
께연회할때에그들의속임수로즐기고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
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 2:13 점과 흠
πιλ' οι κα
αι; µω
ωµ' οι,
(σπ
단된마음을가진자들이니저주의자식이라
스필로이 카이 모모이)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브올의 아들 발
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삯을 사랑하다 ‘얼룩과 오점(비웃음
거리).’이는 없었으면
행13:10
가
좋을 존재들을 말한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
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
2:14 연단된
친행동을저지하였느니라
υµνναζv ω , 귐나조)
(γυ
이사람들은물없는샘이요광풍에밀려가는안개 ‘귐노스’
(벌거벗은)에
니그들을위하여캄캄한어둠이예비되어있나니 서 파생. 원래는 헬라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 운동 경기에서 벌거벗
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써 육 고 경기하는 것을 가리
체의정욕중에서유혹하는도다
켰다. 여기에서‘훈련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 하다, 단련하다’
는의
들이니누구든지진자는이긴자의종이됨이라
미가 생겨났다.
만일그들이우리주되신구주예수그리스도를앎
으로세상의더러움을피한후에다시그중에얽매 2:15 미혹되어
이고지면그나중형편이처음보다더심하리니
λαναω
v , 플라나오)
(πλ
의의도를안후에받은거룩한명령을저버리는것 ‘플라네’
(방황, 길을 잃
보다알지못하는것이도리어그들에게나으니라 음)에서 파생. 진리에서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 떠나헤매다는뜻이다.
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
잠26:11 3장 주제
다하는말이그들에게응하였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
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
벧후1:13 3장 중심 단어
깨워생각나게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
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
3:3 조롱하는 자
하게하려하노라
j παικτ
v της, 엠파이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εµπ
(놀리
벧후2:10 테스)‘엠파이조’
자기의정욕을따라행하며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다)에서 파생.‘희롱하
란 뜻인데 성경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 는 자’
에서는 거짓 교사를 가
이그냥있다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리킨다. 여기서는 주의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 재림을 부인하는 거짓

2:10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현) 하늘의 존재들을 욕합
니다. NASB) when they revile angelic majesties.
2:13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공) 이와 같이 그들은 자기들
의 불의의 값으로 벌을 받게 됩니다.
2:13 너희와 함께 … 즐기고 놀며 현) 여러분과 함께 앉은 잔치
자리에서까지 속이고 쾌락을 즐기는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2:14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공) 그들은 욕심을 채
우는 데만 잘 훈련되어 있는 자들이니.
2:19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현)
그들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면서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
되어 있습니다.
2:21 의의 도를 안 후에 … 저버리는 것보다 현) 바른 교훈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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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자를 가리킨다.

6
3:9 회개
(µετανv οια, 메타노이 7
아)‘메타’
(뒤로)와‘노
이아’
(마음)의 합성어.
잘못을 뉘우치고 범죄 8
하기 이전의 정결한 상
태로 마음을 온전히 돌 9
이키는 것.
3:10 물질
' ν, 스토이케
(στοιιχειον
10
이온) 헬라 철학에서
물, 불, 흙, 공기 등 우
주의 근본이 되는 네
11
요소를 가리켰다. 여기
서는‘우주 만물.’

12

3:11 풀어지리니
υ vω , 뤼오) 원래는
(λυ
‘묶인 것이 풀어지다, 13
단단한 것이 파괴되
다.’여기서는 세상 종 14
말에있을우주 만물의
대붕괴사건을뜻한다.

15

3:16 굳세지 못한 자들
j τη
ηρv ικτοι, 아스테
(ασ
리크토이)‘확고하지 16
못한 자들, 우유부단한
자들’
을가리킨다.
3:16 억지로 풀다가 17
ρεβλοω
v , 스트레블
(στρ
로오)‘스트레블로스’
(구부러진, 비틀어진) 18
에서 파생. 진리를 왜
곡하여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다는 뜻.

베드로후서 3 장

이일부러잊으려함이로다
창1:6,9
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
창7:11
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
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멸망의날까지보존하여두신것이니라
○사랑하는자들아주께는하루가천년같고천년
이하루같다는이한가지를잊지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
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
합2:3;롬2:4
기에이르기를원하시느니라
그러나주의날이도둑같이오리니그날에는하늘
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
고땅과그중에있는모든일이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
람이되어야마땅하냐거룩한행실과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
라그날에하늘이불에타서풀어지고물질이뜨거
고전1:7;벧후3:10
운불에녹아지려니와
우리는그의약속대로의가있는곳인새하늘과새
계21:1
땅을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
보나니주앞에서점도없고흠도없이평강가운데
살전5:23
서나타나기를힘쓰라
또우리주의오래참으심이구원이될줄로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
행15:25;고전3:10
희에게이같이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중에알기어려운것이더러있으니무식한자들
과굳세지못한자들이다른성경과같이그것도억
히5:11
지로풀다가스스로멸망에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
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떨어질까삼가라
오직우리주곧구주예수그리스도의은혜와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
엡4:15
까지그에게있을지어다

알면서 자신들에게 주어진 거룩한 계명을 저버린다면.
3:10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현)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
버릴 것이며. NASB) and the elements will be destroyed
with intense heat.
3:10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현) 땅과 거기 있
는 모든 것이 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3:13 의가 있는 곳인 … 바라보도다 현) 정의만이 있는 새 하늘
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3:15 또 우리 주의 …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현) 우리 주님이 오
래 참으시는 것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한 것임을 아십시오.
3:17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현) 믿음을 굳게 지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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