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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Everlasting Word of God (Isaiah 40:6-8)
神永远的道 (以赛亚书 40:6-8)

이사야 40:6-8

마음열기
Ice Breaker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한 것이라고 믿는 믿음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기 원하는 모

든 말씀의 구절은 세상에서 말씀으로 삶을 살아낼 때, 나아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온전히 성취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우리의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은 자들로 거

듭나게 해줄 뿐 아니라 다시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이 세상 그리고 하나님나라를 회복시킬 영원한 말씀으로 나아갑시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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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하기
Introduction

1789년 영국 군함 바운티(Bounty)호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반란자들 중 일부는 피트게언 섬에 상륙하여 

원주민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정치적 구속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

러나 9년이 지난 뒤 그곳에는 살인과 폭력, 성(性)의 문란, 알콜 중독 등 심각한 사회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

러한 결과에 회의를 품은 지도자 플래처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영국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배가 떠나기 두 달 전 존 아담스라는 사람이 창고에서 우연히 성경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성경을 

읽다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영국으로 가는 배에 오르지 않고 성경

과 함께 섬에 남았습니다. 이제 죄악으로 얼룩졌던 피트게인 섬은 한 권의 성경으로 다시 소생하는 기회를 얻었

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활자나 많은 출판물 중의 하나가 아닙니다. 성령이 살아 계셔서 생명을 불어넣

은 책입니다. 때문에 성경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역사 속에 함께 하고 있는 능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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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지기
B o d y

1. 하나님 말씀 모두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영원한 말씀입니다.

Every Word of God is the everlasting Word that will surely be accomplished on earth.
神的道是永远的，全都要成就在这地上。

1.1. 완전한 하나님 말씀 모두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영원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5:17-18; 잠언30:5-6; 신명기4:2, 12:32; 요한계시록22:18-21)

Every perfect Word of God is the everlasting Word that will be surely accomplished on earth. 
(Matthew5:17-18; Proverbs30:5-6; Deuteronomy4:2, 12:32, Revelations22:18-21)

神的道是永远且完全的，全都要成就在这地上。
(马太福音 5:17-18; 箴言 30:5-6; 申命记 4:2, 12:32; 启示录 22:18-21)

1.2. 하나님 말씀은 이 땅을 사는 네 가지 마음에 떨어진 씨앗입니다. (누가복음8:11-15)

The word of God is the seed falling on the 4 kinds of human hearts in the world. (Luke8:11-15)
神的道是落在四种心地里的种子。(路加福音 8:11-15)

1.3. 하나님 말씀은 이 땅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성령의 검입니다.  
      (에베소서6:10-18; 히브리서4:12-13; 요한일서2:14)

The Word of God is the sword of the Spirit that can win the spiritual battle on earth.
(Ephesians6:10-18; Hebrew4:12-13; 1John2:14)
神的道是圣灵的宝剑，使我们在这地上的属灵争战中获得胜利。
(以弗所书 6:10-18; 希伯来书 4:12-13; 约翰一书 2:14)

2.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완성될 것입니다.

The word of God will be accomplished when Jesus comes again.
耶稣再临之时，即是神的道要成全的时候。

2.1. 하나님 말씀의 원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동역하십니다. 
      (딤후3:16-17; 벧후1:20-21)

God, the original author of the Word, works with people of God He has raised up. 
(2Timothy3:16-17; 2Peter1:20-21)
圣经的原著者——神，他造就属神的人们并与他们同工。(提摩太后书 3:16-17; 彼得后书 1:20-21)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심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에서 살펴보고, (눅8:11-15) 당신이 평소 말씀을 보고, 지

키는 것에 대한 생각에서 차이가 있는지 나눠봅시다.

동행하기
Walking Together

2.2. 하나님 말씀의 확장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사도행전6:7, 12:24, 1:8-11; 
     마태복음24:14-42; 요한계시록1:4-7; 로마서11:25-27, 9:25-27, 10:12-13, 11:2-5)

The expansion of God’s Word will continue until the day of the return of Jesus. (Acts6:7, 12:24, 
1:8-11; Matthew24:14-42; Revelations1:4-7; Romans11:25-27, 9:25-27, 10:12-13, 11:2-5)
直到耶稣再临的那日为止，神的道将持续不断传开。(使徒行传 6:7, 12:24, 1:8-11; 马太福
音 24:14-42; 启示录 1:4-7; 罗马书 9:25-27, 10:12-13, 11:2-5)

이사야 40:6-8 [개역개정]

6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붊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Isaiah 40:6-8 [NIV]
6 A voice says, “Cry out.” And I said, “What shall I cry?” “All people are like grass, and all 
their faithfulness is like the flowers of the field. 

7 The grass withers and the flowers fall, because the breath of the Lord blows on them. 
Surely the people are grass. 

8 The grass withers and the flowers fall, but the word of our God endures forever.”

以赛亚书 40:6-8 [CUNPSS]
6“有人声说：你喊叫吧！ 有一个说：我喊叫什么呢？ 说 ：凡有血气的尽都如草； 他的美容都
像野地的花。 
7 草必枯干，花必凋残， 因为耶和华的气吹在其上； 百姓诚然是草。 
8 草必枯干，花必凋残， 惟有我们　神的话必永远立定。”

더 나아가기
One Step Furth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