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킹제임스 성경학교 오프라인 강의 초안(48) 

 

주제: 하나님 말씀을 확산하는 새 일 

본문: 시편 19편 

 

-본문에 나타나는 말들: 선포, 말 (speech), 지식, 언어, 음성, 선율 말(words) 

-로마서 1:20 " 세상의 창조 때부터 그분에 속한 보이지 않는 것들이 분명히 보여졌고 심지어는 

그분의 영원한 능력과 신격까지도"알려졌는지 설명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알려주신 일곱가지 계시들: 

 

1. 시편 19편 

2. 로마서 2:15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이성이 송사하거나 서로 변명하여 그들의 마음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라." 

3. 출애굽기 24:12 "너는 산으로 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너에게 내가 기록한 돌판들과 율법과 

계명들을 주어 너로 그들을 가르치게 하리라." 

4. 로마서 15:4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써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5. 요한일서 1:1-2 "태초로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시매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6.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완성된 신약성경) 

7. 계시록 19:11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이 보이더라. 그 위에 앉으신 분은 신실과 

진실이라 불리며 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더라" 

 

-시편 19편에 나오는 일곱 가지 항목: 

 

1. 주의 하늘들 

2. 주의 규례(statutes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에서 많이 언급) 

3. 주의 율법(회개하고 혼을 회심케 하는 능력) 

4. 주의 계명(규례가 세워지게 되면 성도는 그것을 지키라는 계명을 받는다. 시 119:18, 130) 

5. 주를 두려워함(사람의 내면을 깨끗게 해 주기 때문에 순결하다) 

6. 주의 명령들(그 명령들은 사실이기 때문에 참되며, 온땅의 심판자께서 분명히 의를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의롭다) 

7. 주의 증거(예언의 영이다(계 19:10)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주에 나타내심으로써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공개하신 후에, 

성령께서는 이제 그 말씀들의 품질에 대하여 우리에게 무언가를제시하신다. 그 말씀들은 완전하고, 

확실하며, 정당하고, 순수하며, 순결하고, 참되고 의롭다. 

 

1. 깨닫기가 어렵지 않다(잠 8:8-10) 

2. 변개되지 않았다(고후 2:17) 

3. 사람의 지혜나 이 세상의 지혜와 일치하지 않는다. 

4. 따로 따로 분리해놓고 해석해서는 안된다(벧후 1:20) 

5. 상대적 진리를 서술한 것이 아니다(요 17:17) 

6. 자연적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는 즐겁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요 8:44-47) 

7. 세상 권세자들의 말처럼 무능력하지 않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