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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Judge of All the Earth
Pastor Young-Ho Pak: Sunday, 20th November 2022

Today’s Bible Quote: 
Far be it from you to do such a thing, to put the righteous to death with the wicked, so 

that the righteous fare as the wicked! Far be that from you! Shall not the Judge of all 
the earth do what is just?” Genesis 18:25 ESV 

The Lord __________ all and __________ all 
20 Then the Lord said, “Because the outcry against Sodom and Gomorrah is great and 
their sin is very grave, 21 I will go down to see whether they have done altogether 
according to the outcry that has come to me. And if not, I will know.” Genesis 18:20-21 
ESV 
The Lord said to Abraham, “Why did Sarah laugh and say, ‘Shall I indeed bear a child, 
now that I am old?’ 14 Is anything too hard for the Lord? At the appointed time I will 
return to you, about this time next year, and Sarah shall have a son.” 15 But Sarah 
denied it, saying, “I did not laugh,” for she was afraid. He said, “No, but you did laugh.” 
Genesis 18:13-15 ESV 

God is _______________ in His being and __________ in His actions 
22 So the men turned from there and went toward Sodom, but Abraham still stood 
before the Lord. 23 Then Abraham drew near and said, “Will you indeed sweep away 
the righteous with the wicked? 24 Suppose there are fifty righteous within the city. Will 
you then sweep away the place and not spare it for the fifty righteous who are in it? 25 
Far be it from you to do such a thing, to put the righteous to death with the wicked, so 
that the righteous fare as the wicked! Far be that from you! Shall not the Judge of all 
the earth do what is just?” 26 And the Lord said, “If I find at Sodom fifty righteous in 
the city, I will spare the whole place for their sake.” Genesis 18:22-26 ESV 
Now the men of Sodom were wicked exceedingly and sinners against the Lord. Genesis 
13:13 NASB 
Nothing in all creation is hidden from God’s sight. Everything is uncovered and laid bare 
before the eyes of him to whom we must give account. Hebrews 4:13 NIV 

God’s desire is to __________ sinful man 
32 Then he said, “Oh let not the Lord be angry, and I will speak again but this once. 
Suppose ten are found there.” He answered, “For the sake of ten I will not destroy it.” 33 
And the Lord went his way,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to Abraham, and Abraham 
returned to his place. Genesis 18:32-33 ESV 
“Say to them, ‘As I live!’ declares the Lord GOD, ‘I take no pleasure in the death of the 
wicked, but rather that the wicked turn from his way and live. Ezekiel 33:11a NASB 
By faith the prostitute Rahab, because she welcomed the spies, was not killed with 
those who were disobedient. Hebrews 11:31 NIV 
God made him who had no sin to be sin for us, so that in him we might become the 
righteousness of God. 2 Corinthians 5:21 NIV 

오늘의 성경 말씀: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

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창세기 18:25 개역개정 

주께서 모든 것을 _______________ 모든 것을 _______________ 
20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창세기 18:20-21 
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
니 사라에게들이 있으리라 15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
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라 창세기 18:13-15 

하나님은 _______________ 분이시고 _______________ 행하십니다 
22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 아
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4 그 성 중에 의
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
까 25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2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창
세기 18:22-26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창세기 13:13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
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브리서 4:13 

하나님의 바램은 죄인을 ____________________ 겁니다 
32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
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창세기 18:32-33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
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에스겔 33:11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
니하였도다 히브리서 11:31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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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C Discussion & Prayer | Genesis 18:16-33 ESV 
1. Take turns reading through the passage below together. 
2. What questions or comments do you have about the passage? 
3. What stood out to you from the sermon today? 
4. How can you apply what your heart is hearing in God’s Word this week? 
5. Pray together. 

16 Then the men set out from there, and they looked down toward Sodom. And 
Abraham went with them to set them on their way. 17 The Lord said, “Shall I hide 
from Abraham what I am about to do, 18 seeing that Abraham shall surely become 
a great and mighty nation, and all the nation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in him? 
19 For I have chosen him, that he may command his children and his household 
after him to keep the way of the Lord by doing righteousness and justice, so that 
the Lord may bring to Abraham what he has promised him.” 20 Then the Lord said, 
“Because the outcry against Sodom and Gomorrah is great and their sin is very 
grave, 21 I will go down to see whether they have done altogether according to the 
outcry that has come to me. And if not, I will know.” 22 So the men turned from 
there and went toward Sodom, but Abraham still stood before the Lord. 23 Then 
Abraham drew near and said, “Will you indeed sweep away the righteous with the 
wicked? 24 Suppose there are fifty righteous within the city. Will you then sweep 
away the place and not spare it for the fifty righteous who are in it? 25 Far be it 
from you to do such a thing, to put the righteous to death with the wicked, so that 
the righteous fare as the wicked! Far be that from you! Shall not the Judge of all the 
earth do what is just?” 26 And the Lord said, “If I find at Sodom fifty righteous in 
the city, I will spare the whole place for their sake.” 27 Abraham answered and said, 
“Behold, I have undertaken to speak to the Lord, I who am but dust and ashes. 28 
Suppose five of the fifty righteous are lacking. Will you destroy the whole city for 
lack of five?” And he said, “I will not destroy it if I find forty-five there.” 29 Again he 
spoke to him and said, “Suppose forty are found there.” He answered, “For the sake 
of forty I will not do it.” 30 Then he said, “Oh let not the Lord be angry, and I will 
speak. Suppose thirty are found there.” He answered, “I will not do it, if I find thirty 
there.” 31 He said, “Behold, I have undertaken to speak to the Lord. Suppose twenty 
are found there.” He answered, “For the sake of twenty I will not destroy it.” 32 Then 
he said, “Oh let not the Lord be angry, and I will speak again but this once. Suppose 
ten are found there.” He answered, “For the sake of ten I will not destroy it.” 33 And 
the Lord went his way, when he had finished speaking to Abraham, and Abraham 
returned to his place. 

This week’s reading: Genesis 18

CTC 토의 & 기도 | 창세기 18:16-33 
1. 서로 돌아가며 아래 성경 구절을 함께 읽으세요. 
2. 이 말씀에 대하여 어떤 질문 또는 의견이 있으신가요? 
3. 오늘 설교 말씀 중 무엇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나요? 
4.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가슴속 깊이 깨달은 것을 이번주 삶에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5. 함께 기도하세요. 

16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20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
가 보고 알려 하노라 
22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4 그 성 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
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25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26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
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27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28 오십 의인 중에 오 명이 부족하다면 그 오 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
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사십오 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29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사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사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0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시
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1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이십 명을 찾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2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
으시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이번 주 성경읽기: 창세기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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