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교 Sermon

“생명의 말씀”
(The Word of Life)



미아(迷兒)





I.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어야만
말씀을 깨달을 수 있어요(33-
36절).



시 119:33 주님,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
을 지키겠습니다.
Ps 119:33 Teach me, O LORD, the way of your 
statutes; and I will keep it to the end.

시 119:34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
니다.
Ps 119:34 Give me understanding, that I may 
keep your law and observe it with my whole 
heart.





시 119:35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
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
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Ps 119:35 Lead me in the path of 
your commandments, for I delight 
in it.



시 119:36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
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
게 해주십시오.

Ps 119:36 Incline my heart to your 
testimonies, and not to selfish gain!



II.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
은 우리에게 살게 해 줘요(37-
40절).



시 119:37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게 해주시
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Ps 119:37 Turn my eyes from looking at 
worthless things; and give me life in your ways.

시 119:40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모합니다. 주님
의 의로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Ps 119:40 Behold, I long for your precepts; in 
your righteousness give me life!



시 119:37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
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Ps 119:37 Turn my eyes from 
looking at worthless things; and 
give me life in your ways.



시 119:39 주님의 규례는 선합니
다. 내가 무서워하는 비난에서 나
를 건져 주십시오.

Ps 119:39 Turn away the 
reproach that I dread, for your 
rules are good.



헛된 것

‘텅 빈 것’
‘무의미한 것’





시 115:8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나 우
상을 의지하는 사람은 모두 우상과
같이 되고 만다.

Ps 115:8 Those who make them 
become like them; so do all who 
trust in them.



시 119:37 내 눈이 헛된 것을 보지 않
게 해주시고, 주님의 길을 활기차게
걷게 해주십시오.

Ps 119:37 Turn my eyes from 
looking at worthless things; and 
give me life in your ways.



시 119:38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과 맺으신 약속, 주님의 종에게 꼭
지켜 주십시오.

Ps 119:38 Confirm to your 
servant your promise, that you 
may be feared.



요일 2:15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
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1Jn 2:15 Do not love the world or 
the things in the world. If anyone 
loves the world, the love of the 
Father is not in him.



요일 2:16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체
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은 모두 하늘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1Jn 2:16 For all that is in the world--the 
desires of the flesh and the desires of 
the eyes and pride in possessions--is 
not from the Father but is from the 
world.



요일 2:17 이 세상도 사라지고, 이 세
상의 욕망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1Jn 2:17 And the world is passing 
away along with its desires, but 
whoever does the will of God 
abides forev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