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oday’s Bible Quote: 
Multitudes who sleep in the dust of the earth will awake: some to everlasting life, 

others to shame and everlasting contempt. Daniel 12:2 NIV 

Grey Town 

Whoever wants to save their life will __________ it 
34 Then he called the crowd to him along with his disciples and said: “Whoever wants 
to be my disciple must deny themselves and take up their cross and follow me. 35 For 
whoever wants to save their life will lose it, but whoever loses their life for me and for 
the gospel will save it. Mark 8:34-35 NIV 

People can exchange their souls for _______________ security 
For what good will it do a person if he gains the whole world, but forfeits his soul? Or 
what will a person give in exchange for his soul? Matthew 16:26 NASB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John 3:16 ESV 
He who did not spare his own Son but gave him up for us all, how will he not also with 
him graciously give us all things? Romans 8:32 ESV 

__________ is a literal place of real torment for eternity 
31 “When the Son of Man comes in his glory, and all the angels with him, then he will 
sit on his glorious throne. 32 Before him will be gathered all the nations, and he will 
separate people one from another as a shepherd separates the sheep from the goats. 
33 And he will place the sheep on his right, but the goats on the left. 41 “Then he will 
say to those on his left, ‘Depart from me, you cursed, into the eternal fire prepared for 
the devil and his angels. 46 And these will go away into eternal punishment, but the 
righteous into eternal life.” Matthew 25:31-33,41,46 ESV 
And when he comes, he will convict the world of its sin, and of God’s righteousness, 
and of the coming judgment. John 16:8 NLT 

Discussion & Prayer Points: 
1. Which character today stood out to you? 
2. The grey town is an imaginative representation of Hell rather than an accurate, 

biblical representation of the real Hell. Using the following Bible passages, describe 
the real Hell revealed in the Bible: 2 Thessalonians 1:9, Mark 9:47-48, Revelation 
21:8, Matthew 13:41-42. 

3. What false sense of security do people trade their souls for these days? 
4. Pray that the Holy Spirit emboldens us to lovingly talk with those around us about 

the truth of hell and the good news of the Gosp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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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성경 말씀: 
땅의 흙 속에서 자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깨어나서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어떤 사람은 욕과 함께 끝없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다니엘 12:2 우리말성경 

회색 마을 

누구든지 자신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_______________ 것입니다 
34 그리고 예수께서 제자들과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불러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
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한다. 35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
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
다. 마가복음 8:34-35 우리말성경 

사람들은 __________ 안전을 위해 자신의 영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
꿀 수 있겠느냐? 마태복음 16:26 현대인의성경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분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 3:16 바른성경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신 분께서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으시겠느냐? 로마서 8:32 바른성경 

__________은 문자 그대로 영원히 실제로 고통받는 곳입니다 
31 “인자가 그의 영광 가운데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의 영광의 보좌 위에 앉을 것이다. 32 모
든 민족들이 그 앞에 모이게 되고, 목자가 염소 중에서 양을 가려내듯이 인자는 그들을 둘로 갈라 
33 양들은 자기 오른쪽에, 염소들은 그 왼쪽에 둘 것이다. 41 그러고 나서 왕은 왼쪽에 있는 사람들
에게 말할 것이다. ‘이 저주받은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부하들을 위해 마련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46 그러므로 그들은 영원한 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것이다.” 마
태복음 25:31-33,41,46 우리말성경 
그분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요한복음 16:8 
바른성경 

토론 & 기도제목: 
1. 오늘 어떤 캐릭터가 눈에 띄었나요? 
2. 회색 마을은 실제 지옥을 정확하고 성경적으로 나타냈다기보다는 상상력으로 표현한 것입니
다. 다음 성경 구절(데살로니가후서 1장 9절, 마가복음 9장 47-48절,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마
태복음 13장 41-42절)을 사용하여 성경에 드러난 실제 지옥을 묘사해 보십시오. 

3. 요즘 사람들은 어떤 잘못된 안정감을 그들의 영혼과 맞바꾸나요? 
4. 성령님께서 용기를 내어 지옥의 진리와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사랑스럽게 이
야기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The Great Divorce
	Pastor Young-Ho Pak: Sunday, 9th January 2022
	천국와 지옥의 이혼
	박영호 목사님: 2022년 1월 9일, 주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