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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s Providence 

 

"But my God shall supply all your need according 

to his riches in glory by Christ Jesus."  

(Philippians 4:19)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요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Three weeks have passed since we talked 
about “The Providence of God.”    3주 전
에  ‘하나님의 준비하심, 공급하심,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Assuming you have forgotten much of 
the sermon by now, we’ll review. 지금쯤 
거의 다 잊었다고 가정하고, 리뷰하겠습니다.  



What is Providence? 하나님의 섭리란 무슨 뜻인가요? 

The word ‘Providence’ is two Latin words combined, 
Pro [before] + Vidence [see]. 이것은 두개의 라틴단어의 
합성어입니다. Pro[전에] + Vidence [보다] 

So, God’s Providence means, ‘God before-sees, 
foresees, and  acts  actively to take care of his 
creature, providing necessary things. 하나님의 예비하심
은, 하나님이 미리 보고, 미리 알고, 자신의 피조물을 돌보
기 위해 적극적 행동하여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 



The Baptist Confession of Faith 
1689 consists of 32 chapters. 침례
교 신앙고백은 32장으로 되어 있고,  

The Divine Providence is on 
chapter 5, which has seven 
paragraphs. 하나님의 예비하심은 5
장에 있고, 7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
니다.  

We crossed the first three, and let’s 
continue our journey. 세개의 문단은 
건넜고, 여행을 계속 합시다. 



1. God is the good Creator of all things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좋은 창조주입니다 

God is Good!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You may not feel it that way, when you are suffering, 고난을 받을 때는 

그런 생각이 안들겠지요, 

but we know that all things work together for good to them that love 

God, to them who are the called according to his purpose. Romans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On One condition! 조건이 하나 있지요! 

We must love God, because it was given to them 

that love God.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
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1 John 5:3 For this is the love of God, that we keep 

his commandments: and his commandments are not 

grievous.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라. 



Seek ye out of the book of  

the Lord, and read 

Isaiah 34:16 



Do we keep His commandments? 하나님의 말씀
을 따르나요? 

One more! 하나 더!  

God says,  In every thing give thanks: for this 

is the will of God in Christ Jesus concerning 

you. 1 Thessalonians 5:18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
님]의 뜻이니라. 



In good or bad, do you praise the Lord always?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주님을 항상 찬양하나요? 

When you are down and weary, do you praise the 

Lord anyway? 다운되고 우울해도, 주님을 찬양하나
요? 

In everything that comes, In everything you have, 

do you praise Him all the time? 어떤 일이 닥쳐도, 

별로 가진 것이 없어도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나요? 



The Israelites did not!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지 않
았지요. 

Deuteronomy 1:27 And ye [the Israelites] 

murmured in your tents, and said, Because the 

LORD hated us, he hath brought us forth out of 

the land of Egypt, to deliver us into the hand of 

the Amorites, to destroy us. 너희 장막 속에서 불평
하여 이르기를, {주}께서 우리를 미워하셨으므로 아모
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
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Are we content with we’ve got? 가진 것에 만족하나요?  

We should, for God says, 그래야지요.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Let your conversation [conduct] be without 

covetousness; and be content with such things as ye 

have: for he hath said, I will never leave thee, nor 

forsake thee. Hebrews 13:5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
니라. 



This the providence of God and the 
promise of God.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약속입니다.  

He will never leave you, nor forsake 
you!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
지도 않습니다. 

Do you believe that? 이것을 믿나요?  



O ye of little faith! 



So then faith cometh by hearing, and 
hearing by the word of God.   

(Rom 10:17) 





2. God is the first cause 

And all things come to pass 
immutably and infallibly 

하나님은, the first cause (최종결정자)로
서,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결정하기에, 모
든 것은 한치의 오차나 틀림이 없이 일어
납니다. 



Nothing happens by chance! 



[Abraham] being not weak in faith…considered not his 

own body now dead, when he was about an hundred 

years old…was strong in faith, giving glory to 

God…fully persuaded that, what he had promised, he 

was able also to perform.  Romans 4:19-21 [아브라함]은 

백 세쯤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자기의 죽은 몸도 고려하
지 않고...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
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천하시는 것을 확신하였노라. 

3. God works miracles. 

Don’t say I am too old to do anything! ‘난 늙어서 아무 것도 못해’라고 말하지 마세요 



Abraham believed against hope believed 
in hope, that he might become the father 
of many nations.  Romans 4:18 

아브라함은 소망할 수 없는 것을 소망하면서 
믿었고, 그래서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
었고,  

And the father of faith.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Believe in the LORD; he 

counts it for righteousness. 



God will Provide 
No Worry 

Trust Him 





4. The almighty power, unsearchable wisdom, and infinite 

goodness of God, so far manifest themselves in his 

providence, that his determinate counsel extendeth itself 

even to the first fall, and all other sinful actions both of 

angels and men; and that not by a bare permission, which 

also he most wisely and powerfully boundeth, and otherwise 

ordereth and governeth, in a manifold dispensation to his 

most holy ends; yet so, as the sinfulness of their acts 

proceedeth only from the creatures, and not from God, 

who, being most holy and righteous, neither is nor can be the 

author or approver of sin. ( ; , ; ; Psalms 

76;1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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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 헤아릴 수 없는 지혜, 무한히 좋
으심은, 하나님의 섭리에서 잘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절
대적 계획은, 최초의 인간추락, 천사와 인간들의 죄에서
도 잘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죄들을 허락하시지만, 현명
하게, 능력의 손으로, 지휘하고 주관하셔서, 자신의 높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십니다. 피조물의 죄많은 행동은 그
들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장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기
에, 죄를 만들거나 인정하는 분이 아닙니다. 



#4 Point 

1. God permits/orders/governs, all sinful 

actions of angels and men, for His holy 

purpose. 

하나님은, 모든 천사와 인간의 악한 행위도 ,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위하여, 허락하시고/지
휘하시고/주관하십니다. 

1 



Romans 11:32 For God hath concluded 

them (shut them all up together) all [both 

Jews and Gentiles] in unbelief [under sin], 

that he might have mercy upon all. [in his 

own way and time]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믿지 아니하는 데 가
두어 두신 것은 친히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
풀고자 하심이라. [그의 방법과 시간에 따라] 



God declares, that we are sinners, and gives 

no hope of salvation by our own works.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선포하시고,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구원의 소망이 없
다고 하십니다. 

Salvation is in the mercy of a sovereign God. 

구원은 주권자 하나님의 자비에 속한 것입니다. 



Romans 5:8  But God commendeth his love toward 

us, in that, while we were yet sinners, Christ died 

for us. [to have eternal life]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
당히 제시하시느니라. 

The Son of God, Jesus, loved us, and 

gave himself for us. 



What more can we ask? 



God permits all sinful actions of Satan and 

angels, for His holy purpose. 

1 Chronicles 21:2 And David said to Joab and to the 

rulers of the people, Go, number Israel from 

Beersheba even to Dan; and bring the number of 

them to me, that I may know it.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치리자들에게 이르되, 가서 브엘
세바에서부터 단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그
들의 수를 내게로 가져와 내게 알리라, 하니 



And the number was 1.3 million fighting men. 그 군사가 130
만이었습니다. 

David, a man after God’s own heart, was so pumped up, 
sadly.   ‘하나님의 마음과 합한 자’라던 다윗왕이, 슬프게도, 교만
하게되었군요.  

Who was behind him? 그의 뒤에는 누가? 1 Chronicles 21:1 
And Satan stood up against Israel, and provoked David to 
number Israel.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일어나 다윗을 선
동하여 이스라엘의 수를 세게 하니라. 

God used Satan to humble David. 

 



God judges not of sin as we do. 하나님은 우리처럼 죄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What appears to us harmless, or but a small offence, may be a 

great sin in the eye of God, who discerns the thoughts and intents 

of the heart









God governs all sinful actions of men, 
for His holy purpose. 

Genesis 50:20 But as for you, ye thought evil against 
me [Joseph]; but God meant it unto good, to bring to 
pass, as it is this day, to save much people alive.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
각하였으나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을 선이 되도록 계획
하시고 이루셔서 이 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 두게 하
셨나니



Sold by brothers 



The brothers’ intentions were bad. 요셉의 형제들의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They had jealousy about Joseph’s dreams. 요셉의 

꿈에 대해 질투를 하고 있었지요. They even tried to kill 

him. 죽이려고도 했지요.  

But God brought good out of evil. There was God’s 

Providence in it. 하나님은 악에서 선을 만드셨고, 여기
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이요.  



#4 Point 

2. Their sinful actions come forth from the 
creatures, not from God. 악한 행동은, 피조물에게
서 나오지,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He cannot be the author of sin. Jesus, God, is the 
author of eternal salvation unto all them that obey 
him. (Hebrews 5:9) 하나님은 죄를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
에게 영원한 구원의 창시자입니다. 

1 



1 John 2:  

16 For all that is in the world, the lust of the 
flesh, and the lust of the eyes, and the pride 
of life, is not of the Father, but is of the 
world.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
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
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God would not answer our prayers, if they are 

from our fleshly lusts. 만약 우리들의 기도가 육신
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은 들어주시기 않을 것입니다.  

James 4:3  Ye ask, and receive not, because ye 

ask amiss, that ye may consume it upon your 

lusts.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그것을 너희의 정욕에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The most wise, righteous, and gracious God doth oftentimes 

leave for a season his own children to manifold temptations 

and the corruptions of their own hearts, to chastise them for 

their former sins, or to discover unto them the hidden strength of 

corruption and deceitfulness of their hearts, that they may be 

humbled; and to raise them to a more close and constant 

dependence for their support upon himself; and to make them 

more watchful against all future occasions of sin, and for other 

just and holy ends. So that whatsoever befalls any of his elect 

is by his appointment, for his glory, and their good.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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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현명하고, 의롭고,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은 종종, 잠
깐 동안, 우리들이 시련을 겪게하고 악한 마음을 갖게 하
십니다. 그 이유는, 이전의 죄에 대한 책망과, 우리의 마
음이 심히 부패한 것을 보여주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도록 하고, 더 이상 죄를 지
지않고, 의롭고 올바른 목적을 위해 쓰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것으로, 그분의 영광과 우리들
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5 Point 

God, oftentimes, lets His children fall into trials so that they 

learn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데, 그 이유는  

- To be humbled by chastisement 징계를 받아 겸손해지고 

- To depend on God more closely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 To commit no more sins, and do good for His glory. 더 이상 

죄 짓지 말고,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좋은 일을 하라는 것입니
다. 

1 



2 Corinthians 12:  

7 And lest I should be exalted above measure through 

the abundance of the revelations, there was given to 

me a thorn in the flesh, the messenger of Satan to 

buffet me, lest I should be exalted above measure.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
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
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We must know ourselves. 우리는 주제파악을 해야합니다. We 

must know who we are, and where we are short.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이 약한지, 부족한 지를 알아야합니다. 

Before we were sinners. 전에는 죄인이었고 Now we are 

forgiven sinners, and the children of God! 지금은 용서받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Hallelujah! But be 

humble! 겸손합시다. 

Romans 7:24  O wretched man that I am!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This is Paul’s confession. What about you?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2 Corinthians 12:  

8 For this thing I besought the Lord thrice, that it might 

depart from me. 내가 이 일로 인하여 그것이 내게서 떠나가
도록 [주]께 세 번 간청하였더니 

Even if you have a weakness hindering your Christian life, 

the Lord may leave it there. 우리의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그 약점을 그대로 놔두실 지도 

모릅니다.  

To keep you humble. 계속 겸손하도록 말입니다. 



2 Corinthians 12:  

9 And he said un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thee: for my 
strength is made perfect in weakness…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나의 강한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지느니
라, 하셨느니라.  

God’s strength in your life is perfected in your weakness. 

하나님의 강하심은 여러분이 약할 때 완전해집니다. 

Overcome your weakness by His grace – it’s good for you - and 
God gets the glory. 우리들의 약점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좋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Bob Jones Sr. 

‘Blessed is the man that can make stepping 

stones out of his stumbling blocks.’  

넘어지게 하는 돌을 디딤돌로 만드는 자는 복이 있노라. 

 



2 Corinthians 12:  

9...Most gladly therefore will I rather glory in my infirmities, 

that the power of Christ may rest upon me…그러므로 내가 

오히려 크게 기뻐하며 나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니 이것은 그
리스도의 권능이 내 위에 머무르게 하려 함이라. 

Glory means, brag about. ‘glory’는 자랑한다는 말입니다. 

Infirmities means, sicknesses 연약함은 질병을 의미합니다. 



Paul was sick all of his life. 바울은 평생 아펐습니다.  

And He carried a MD, Luke, all the time.  그리고 항상 의사 누가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So Paul glories his infirmities, because the more infirmities he 
has the more power he will get from Christ to overcome the 
infirmities. 바울은 자신의 아픈 것을 자랑했습니다. 아플수록, 그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그리스도로부터 얻기 때문입니다.  

And he accomplished the ministry God has given him.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역을 완수했습니다.  

And God gets the glory!영광은 하나님에게로 



when I am weak, then am I strong 



As for those wicked and ungodly men whom God, as the 
righteous judge, for former sin doth blind and harden; from 
them he not only withholdeth his grace, whereby they might 
have been enlightened in their understanding, and wrought 
upon their hearts; but sometimes also withdraweth the gifts 
which they had, and exposeth them to such objects as their 
corruption makes occasion of sin; and withal, gives them 
over to their own lusts, the temptations of the world, and the 
power of Satan, whereby it comes to pass that they harden 
themselves, under those means which God useth for the 
softening of others.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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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은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악한자들이 저
지른 죄들에 대한 대가로, 그들의 눈을 가리고 

마음이 굳어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
들에게는, 은혜를 거두시어, 깨닫지 못하고, 그
들의 재능을 빼앗고, 죄를 짓는 악한 일에 내버
려 두십니다. 악한 자들이 자신들의 정욕, 세상
의 유혹, 사탄의 공격에 끌려가게 하나님은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을, 다
른 사람에게는 유익하도록 하십니다.   



#6 Point 

As for the wicked, God, the righteous judge, 
blinds/hardens, withholds His grace and withdraws 
their gifts, and gives them over to their own lusts 
and to the power of Satan. 

악한 자들에 대해서, 의로우신 하나님은, 그들의 눈
을 가리고 더 악하도록 내버려 두고, 재능을 빼앗고, 
그들이 정욕에 빠지게 하시고, 사탄의 손에 
넘기십니다.  

1 



Psalm 81:11 But my people would not hearken to my voice; and 

Israel would none of me.12 So I gave them up unto their own 

hearts' lust: and they walked in their own counsels.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이 내게서 아무것도 원치 아니하였도다. 

12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에 넘겨주매 그들이 자기
들의 계획 안에서 걸었도다. 

James 4:8 Draw nigh to God, and he will draw nigh to you.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가까이 
오시리라 

 



1 Corinthians 

11:30   

For this cause 

many are weak 

and sickly among 

you, and many 

sleep.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
자는 자도 많도다. 



Matthew 13:12 For whosoever hath [the knowledge 

of mysteries of the kingdom of God, the grace of 

God, the Gospel, the Spirit of truth], to him shall be 

given, and he shall have more abundance: but 

whosoever hath not, from him shall be taken away 

even that he hath.  

[하나님의 나라 신비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은혜, 복음, 

진리의  영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받아서 더욱 풍성하게 

될 터이나 없는 자는 누구든지 자기에게 있는 것도 빼앗
기리라. 



As the providence of God doth in general 

reach to all creatures, so after a more special 

manner it taketh care of his church, and 

disposeth of all things to the good thereof. ( 
; , ;  ) 

하나님의 섭리안에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고, 교회는 특별히 더 돌보시고, 교회가 

잘 되도록 모든 것을 주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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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oint 

1. Generally, God takes good care of all 
creatures.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잘 돌보
십니다. 

2. For His church, God takes special care, 
supplying all their needs. 하나님은, 자기의 몸
인 교회를, 특별히 더 잘 돌보시고, 필요한 것
을 다 공급하십니다. 

1 



1 Timothy 4:10 For therefore we both labour and suffer 

reproach, because we trust in the living God, who is the 

Saviour of all men, specially of those that believe.  

이런 까닭에 우리가 수고하고 치욕을 당하나니 이는 우리가 

살아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자]시요 특히 믿는 자들의 구원자시니라. 

Luke 12:7 … Fear not therefore: ye are of more value 

than many sparrows…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중하니라. 

 



1 Peter 2:9  But ye are a chosen generation, a royal 
priesthood, an holy nation, a peculiar people; that 
ye should shew forth the praises of him who hath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marvellous light: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한 백성이니 이것은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
내어 자신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께 대한 찬
양을 너희가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We should praise the Lord, for He saved us from 
Hell, to give us eternal life in Heaven. 



What more can He do? 



Trust in the LORD with all thine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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