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TRUTH ABOUT THE BIBLE
성경에 대한 진리(진실)
서론:
사람은 진리를
찾아왔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진리를

알기를 갈망합니다. 창조된 이후로부터 인간은 진리를 계속적으로
진리를 찾는 것은 현명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한복음 8:32)
발견하게 될 때에 당신을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진리에 대한 기록
어떤 사람들은 결코 진리를 찾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디에서 그것을 찾아야 할
지를 모릅니다. 현명한 사람은 진리의 원천이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드러내주셨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록된 그 분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대한 기록인 성경
어떤 사람들은 결코 진리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디서 진리를 찾아야
할지를 모릅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은 진리의 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구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드러내셨나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록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진리이며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분은 거룩한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21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베드로후서 1:20,21). 성경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단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들은 우리를 변화시키도록 역사하며 우리의 삶을 향상시키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디모데후서 3:16).
사람은 그가 어떻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을 배우게 될 때에 축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과 바르지 못한 상태가 되는 것은 당신으로 하여금 영원한
심판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삶을 그 분에게 드리는 것입니다. 그 분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할 수 있는 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없이
우리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없는 여인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7). 진리를 위해서 성경 외에 다른 출처를 의지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철학자들, 학자들, 위대한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들이 성경과 일치할 때에 오직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그 분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 됩니다.

성경이 진리인 증거
성경이 진리인 한가지 증거는 성경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그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려고 시도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경을 해하는 것을 막아오셨기에 우리는 진리를
발견합니다. 해스팅즈는(H.L.Hastings) 그것을 잘 설명했습니다.
“1800년 동안 무신론자들은 이 책을 반박하였고 파멸시켜왔으나, 성경은 여전히
오늘날도 굳건한 반석처럼 서있습니다. 이전 언제보다도 성경의 보급은 증가하고
그리고 더욱더 사랑 받으며 소중히 여겨지고 있습니다.무신론자들은 그들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비난을 통해 , 이 책에 대해 마치 못을 박는 망치를
가진 한 남자가 이집트의 피라미드 위에 서 있는 같은 그러한 인상을 만들어
냅니다. 프랑스의 군주가 그가 다스리는 지역 내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을
제안했을 때, 한 나이든 정치인이자 전쟁 용사가 그에게 말했습니다.’폐하,
하나님의 교회는 많은 망치들을 사라지게 했던 쇠 받침대였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의 망치는 수세기 동안 이 책을 쪼아 없애려 했으나, 그 망치들은 달아
없어졌고, 그 쇠 받침대는 여전히 계속 견디어 내고 있습니다. 만약 이 책이
하나님의 책이 아니었다면, 사람들은 오래 전에 이것을 파괴했을 것입니다.
황제들과 교황들, 왕들과 사제들, 왕자들과 통치자들은 성경에 대해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었고 성경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책은 살아 있고 오늘 날도 건재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성경을
대적하는 자들을 파괴하셨고 성경을 보존하셨습니다. 성경이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진리라는 더 많은 증거는 책들 가운데 성경이 최고로 많은 그 수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책도 성경처럼 더 많이 인쇄되고, 인용되거나 세계에
영향을 끼친 책이 없습니다. 성경은 기록된 가장 위대한 책으로 남아 있습니다.
성취되어 왔던 성경 예언은 진리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예언은 미래를 미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래를 포함한 모든 일을 아십니다. 때때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에 성취된
성경의 한 예언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되찾았던 1967년의 6일 전쟁입니다.
성경은 곧 이루어질 더 많은 예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세계에서 머지 않아 곧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진리들을 알기 원하시는데, 이는 그런 일들에
대해 우리가 미리 준비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성경이 진리라는 사실에 대한
증거를 갖게 됩니다. 거룩한 글들(성경)에서 발견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삶들은 변화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과 더 나아지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은 성경이 진리임을 알게 됩니다.
과학자들과 고고학자들 역시 얼마나 성경이 정확한 가를 통해 매우
놀라워합니다. 성경은 어떤 실수도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결론
지혜는 성경을 진리로써 받아들이기를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성경을 거부하는
것은 이의 저자이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분의
진리에 대해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분은 진리를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은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자유롭게 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는 영원히 지속됩니다. “천지는
없어질 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태복음 24:35). 그 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 역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