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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 You Handle the Truth?
Jin Park: Sunday, 24th July 2022

Today’s Bible Quote: 
105 Your word is a lamp to guide my feet and a light for my path. 

108 Lord, accept my offering of praise, and teach me your regulations. 
110 The wicked have set their traps for me, but I will not turn from your 

commandments. 
111 Your laws are my treasure; they are my heart’s delight. 
112 I am determined to keep your decrees to the very end. 

(select verses from) Psalm 119:105-112 NLT 

A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Wake up to spiritual reality around us. 
4 The god of this age has blinded the minds of unbelievers, so that they cannot see the 
light of the gospel that displays the glory of Christ, who is the image of God. 
2 Corinthians 4:4 NIV 

15 Be very careful, then, how you live—not as unwise but as wise, 16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because the days are evil. Ephesians 5:15 NIV 

B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God's Word is able to keep us grounded in Truth. 
12 For the word of God is alive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joints and marrow; it judges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heart. Hebrews 4:12 NIV 

3 For though we live in the world, we do not wage war as the world does. 4 The 
weapons we fight with are not the weapons of the world. On the contrary, they have 
divine power to demolish strongholds. 5 We demolish arguments and every pretension 
that sets itself up against the knowledge of God, and we take captive every thought to 
make it obedient to Christ. 2 Corinthians 10:3-5 NIV 

C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Must rely on Jesus to live a life full of grace AND truth. 
14 The Word became flesh and made his dwelling among us. We have seen his glory, 
the glory of the one and only Son, who came from the Father, full of grace and truth. 
John 1:14 NIV

주요성경말씀: 
105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06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
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107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
게 하소서 108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
치소서 109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110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111주의 증거
들로 내가 영원히 나의 기업을 삼았사오니 이는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됨이니이다 112내가 주의 

율례들을 영원히 행하려고 내 마음을 기울였나이다 

시편 119:105-112 개역개정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우리 주위의 영적인 사실에 눈을 뜨세요. 
4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
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고린도후서 4:4 

15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
는 자 같이 하여 에베소서 5:1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붙들게 합니다.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히브리서 4:12 

3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4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
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5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3-5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기 위기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14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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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cussion & Prayer Points: 
1. Are there any spiritual reality that God has shown you recently? 
2. How can we grow in depth of knowing God's Truth and in God's Grace towards 

others? 
3. Pray for God to cultivate a love for His Word and the spiritual eyes to see the 

realities in this dying world. Pray that God would grow our love for the lost. Pray 
that we would only look to Christ for our victories ahead.

토의 & 기도제목: 
1. 최근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여주신 영적인 현실이 있나요? 
2.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있게 알며 우리가 성장 할 
수 있을까요? 
3.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사랑하고 이 죽어가는 세상에서 영적인 눈이 열릴 수 있게 기도하세요. 잃
어버린 영혼을 우리가 살릴수 있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앞에 있는 우
리의 승리를 위해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도록 기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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