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교
Sermon

“지혜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Who is the Man so Wise?)



AI(artificial intelligence) 

인공지능



(렘 9:10, 새번역) 나는 산들을 보고 울며 탄식합니다. 
광야의 초원을 바라보고, 슬픈 노래를 읊겠습니다. 그
처럼 무성하던 곳들이 모두 황무지가 되었고, 지나다
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축 떼의 울음 소리도
들려 오지 않습니다. 공중의 새에서부터 들의 짐승에
이르기까지, 다 다른 곳으로 도망하여 사라졌습니다.

(Jr 9:10, ESV) "I will take up weeping and wailing 
for the mountains, and a lamentation for the 
pastures of the wilderness, because they are laid 
waste so that no one passes through, and the 
lowing of cattle is not heard; both the birds of the 
air and the beasts have fled and are gone.



(렘 9:11, 새번역) “내가 예루살렘을 돌
무더기로 만들어서 여우들이 우글거리
는 소굴이 되게 하고, 유다의 성읍들을
황무지로 바꾸어 놓아 아무도 살 수
없게 하겠다.”

(Jr 9:11, ESV) I will make Jerusalem a 
heap of ruins, a lair of jackals, and I 
will make the cities of Judah a 
desolation, without inhabitant.



(렘 9:12, 새번역) 이 땅이 왜 망하였는지, 왜
사막처럼 황폐해졌는지, 왜 행인마저 끊어졌는
지, 이것을 알아낼 만큼 지혜 있는 사람이 누
구인가? 이 까닭을 말할 수 있도록, 주님의 입
에서 직접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가?

(Jr 9:12, ESV) Who is the man so wise that 
he can understand this? To whom has the 
mouth of the LORD spoken, that he may 
declare it? Why is the land ruined and laid 
waste like a wilderness, so that no one 
passes through?



(렘 9:13-14, 새번역) 나는 이 백성에게 나의 율
법을 주면서 지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것을 버리고,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
지 않았다. 그들은 오히려 자기들의 고집대로 살
고, 조상이 섬기라고 가르쳐 준 바알 신들을 따
라다녔다.

(Jr 9:13-14, ESV) Because they have forsaken 
my law that I set before them, and have not 
obeyed my voice or walked in accord with it, 
but have stubbornly followed their own hearts 
and have gone after the Baals, as their fathers 
taught them.



첫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버렸다.

둘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지
않았다.

셋째,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을 실천하지
않았다.

넷째,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자기들의 고집대
로 살았다.

다섯째, 하나님의 백성이 조상이 섬기라고 가르
쳐 준 바알 신들을 따라다녔다.



(요 1:29, 새번역)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Jn 1:29, ESV)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대하 34:2, 새번역) 그는, 주님께서 보시
기에 옳은 일을 하였고, 그의 조상 다윗의
길을 본받아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곁길로 벗어나지 않았다.

(2Ch 34:2, ESV) And he did what was 
right in the eyes of the LORD, and 
walked in the ways of David his father; 
and he did not turn aside to the right 
hand or to the left.



(히 7:24, 새번역) 그러나 예수는 영원
히 계시는 분이므로, 제사장직을 영
구히 간직하십니다.

(Heb 7:24, ESV) but he holds his 
priesthood permanently, because 
he continues forever.



(히 7:25, 새번역)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
하여 하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을 완전
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
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
십니다.

(Heb 7:25, ESV) Consequently, he is 
able to save to the uttermost those 
who draw near to God through him, 
since he always lives to make 
intercession for them.



(시 127:1, 새번역)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사람의 수고가
헛되며, 주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된 일이다.

(Ps 127:1, ESV) [A Song of Ascents. Of 
Solomon.] Unless the LORD builds the 
house, those who build it labor in vain. 
Unless the LORD watches over the city, 
the watchman stays awake in vain.



(마 15:13, 새번역) 나의 하늘 아버지
께서는 자기가 심지 않으신 식물은
모두 뽑아 버리실 것이다.

(Mt 15:13, ESV) Every plant that my 
heavenly Father has not planted will 
be rooted up.



(시 84:3, 새번역) 만군의 주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참새도 주님의 제단
곁에서 제 집을 짓고, 제비도 새끼 칠
보금자리를 얻습니다.

(Ps 84:3, ESV) Even the sparrow 
finds a home, and the swallow a 
nest for herself, where she may lay 
her young, at your altars, O LORD 
of hosts, my King and my God.



(시 84:4, 새번역) 주님의 집에 사는
사람들은 복됩니다. 그들은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합니다. (셀라)

(Ps 84:4, ESV) Blessed are those 
who dwell in your house, ever 
singing your praise! Selah



(시 84:10, 새번역) 주님의 집 뜰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천 날
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
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Ps 84:10, ESV) For a day in your courts 
is better than a thousand elsewhere. I 
would rather be a doorkeeper in the 
house of my God than dwell in the 
tents of wickedness.



(히 10:29, 새번역)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
기를 거룩하게 해 준 언약의 피를 대수롭지 않
게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모욕한 사람은, 얼마
나 더 무서운 벌을 받아야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Heb 10:29, ESV) How much worse 
punishment, do you think, will be deserved 
by the one who has spurned the Son of God, 
and has profaned the blood of the covenant 
by which he was sanctified, and has outraged 
the Spirit of grace?



(잠 9:10, 새번역) 주님을 경외하는 것
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다.

(Pr 9:10, ESV)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and 
the knowledge of the Holy One is 
insigh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