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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보호자, 하나님

God, Our Defender(Psalm 12:6-8)
我们的保护者，神 (诗篇12:6-8)

시편12:6-8

마음열기
Ice Breaker

이 세대의 중요한 가치를 따라 나아가는 자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나아

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여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세대의 가치들을 따라 살지 않게 인도해주며, 

우리를 지키셔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보호자, 동반자, 동역자입니다.  

키워드
Keyword 보호자   Defender    保护者

소개하기
Introduction

영국에서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무디는 1892년에 가정과 사역에 복귀한다는 부푼 마음으로 귀국길에 올랐

다. 많은 작별 인사를 뒤로하고 무디를 실은 배는 사우스햄프턴을 떠났다. 출항한지 사흘 쯤 지나 배는 축이 부

러지면서 멈춰 서고 말았다. 배 안에 물이 차기 시작했다. 말할 것도 없이 선원들과 승객들은 절망했다. 배가 가

라앉을지 말지 아무도 알 수 없었고 인근에 구조선이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다. 불안한 이틀을 보낸 후 무디

는 집회를 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놀랍게도 승객 전원이 참석했다. 그는 넘어지지 않게 기둥을 붙잡고 성경을 

펴서 읽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시91:1)

나중에 무디는 이렇게 썼다. "내 삶의 가장 어둔 시간이었다. 기도 중에 평안이 찾아왔다. 하나님은 나의 부르

짖음을 들으시고 영혼 깊은 곳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셨다. '주의 뜻이 이뤄지이다.' 나는 자리에 눕자마자 

순식간에 잠이 들었다..."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고 배를 구조하셨다. 다른 배를 보내 항구로 예인하게 하신 

것이다. 무디에게 시편 말씀은 살아 있는 새로운 말씀이 되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곧 '그분의 날개 아래' 임을 깨달았다. 당신과 나도 깨달아야 한다. 그분의 날개 아래 곧 그리스도인이야말

로 삶의 풍랑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다. 

/워렌 위어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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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해지기
B o d y

1. 이 세대는 삐뚤어지고 거스르는 패역한 세대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This crooked and rebellious generation opposes against God.
    这世代是乖僻弯曲的世代，对抗神的世代。

 
1.1. 이 세대는 얼룩투성이에 삐뚤어진 세대입니다.(신명기32:5)
      This generation is stained and crooked. (Deuteronomy32:5)

这世代是充满弊病的弯曲的世代。(申命记32:5)

1.2. 이 세대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입니다.(빌립보서2:15-16)
       This generation is crooked and rebellious. (Philippians2:15-16)

这世代是弯曲悖谬的世代。(腓立比书2:15-16)

1.3. 이 세대는 믿음이 없고 패역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대입니다.
     (누가복음9:40-41; 이사야5:20-23; 사사이2:10-13; 시편78:13-21)
       This generation is unbelieving, perverse and opposing against God.
       (Luke 9:40-41; Isaiah 5:20-23; Judges 2:10-13; Psalm 78:13-21)

这世代是不信又悖谬，并对抗神的世代。
(路加福音9:40-41; 以赛亚书5:20-23; 士师记2:10-13; 诗篇78:13-21) 

2.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이 세대로부터 지키시고 보존하십니다.

    God keeps and preserves us from this generation by walking with us. 
    神与我们同行，保佑我们脱离这世代。

2.1. 하나님께서 이 세대로부터 지키시고 영원까지 보존하실 것입니다.(시편12:6-7, 31:23)

      God will keep and preserve us from this generation for eternity. (Psalm 12:6-7, 31:23)
神保护我们，保佑我们永远脱离这世代。(诗篇12:6-7, 31:23)

2.2.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삶을 지키십니다.(시편121:4,7) 

       The eternal God keeps our souls and lives.(Psalm 121:4,7)
永活的神保护我们的性命和人生。(诗篇121:4,7)

2.3.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보호하십니다.
      (시편23:4-5; 신명기32:10-11; 요나4:8)

       God protects us in our journey in the wilderness by walking with us. 
       (Psalm 23:4-5; Deuteronomy 32:10-11; Jonah 4:8)
        神在旷野的旅程中与我们同行，并保护我们。(诗篇23:4-5; 申命记32:10-11; 约拿书4:8)

1.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엇으로부터 보호하셨는지 생각해보고 나눠봅시다. 

2.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기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온전한 보호 가운데 있는 삶의 자세를 배우게 하실 것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합

시다.

동행하기
Walking Together

3. 하나님께서 주의 날개 아래 감추시고, 세상을 향하여 거침없게 하십니다.

    God hides us under His wings and makes us bold  before the world.
    神将我们隐藏在主翅膀的荫下，叫我们在世上不失脚。

3.1.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아래에 감추십니다.(시편17:8-9; 신명기32:10)

     God keeps us as the apple of His eye and hides us under His wings.
     (Psalm 17:8-9; Deuteronomy 32:10)
     神保护我们如同保护眼中的瞳人，将我们隐藏在主翅膀的荫下。(诗篇17:8-9; 申命记32:10)

3.2. 우리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서 살아가야 합니다.(시편91:1-3, 121:5-6)
      We should dwell under the shadow of God.(Psalm 91:1-3, 121:5-6)

我们必住在神的荫下。(诗篇91:1-3, 121:5-6)

3.3.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우리는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해야 합니다.
      (시편57:1, 36:6-7; 베드로전서 1:5)

       We should take refuge under the shadow of God’s wings until the disasters have
       passed.(Psalm 57:1, 36:6-7; 1Peter 1:5)

我们要投靠在主翅膀的荫下，等到灾害过去。 (诗篇57:1, 36:6-7; 彼得前  书1:5)

3.4.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나실인 세대로 세우십니다.
      (유다서1:20-25; 로마서12:1-2)

       God keeps and protects us making us bold to raise us up as the Nazarite generation in
       the world.(Jude 1:20-25; Acts28:30-31; Romans 12:1-2)

神保守我们不失脚，在世上建立我们成为拿细耳人世代。(犹大书1:20-25; 使徒行传28:30-31; 
罗马书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