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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 Us Fear the Lord
Patrick Lam: Sunday, 15th May 2022

Today’s Bible Quote: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And the knowledge of the Holy One is 

understanding. Proverbs 9:10 NKJV 

The fear of the Lord brings about many _______________ 
Blessed are all who fear the LORD, who walk in his ways. Psalm 128:1 BSB 
The fear of the LORD is the beginning of wisdom Proverbs 9:10a NIV (Also repeated in 
Psalm 111:10a NIV) 
The wise fear the LORD and shun evil, but a fool is hotheaded and yet feels secure. 
Proverbs 14:16 NIV 
1 Praise the LORD! Blessed is the man who fears the LORD, who greatly delights in his 
commandments! 2 His offspring will be mighty in the land; the generation of the 
upright will be blessed. 3 Wealth and riches are in his house, and his righteousness 
endures forever. Psalm 112:1-3 ESV 
Charm is deceptive, and beauty is fleeting; but a woman who fears the Lord is to be 
praised. Proverbs 31:30 NIV 
Whoever fears the Lord has a secure fortress, and for their children it will be a refuge. 
Proverbs 14:26 NIV 
The fear of the LORD leads to life; then one rests content, untouched by trouble. 
Proverbs 19:23 NIV 
The fear of the LORD is a fountain of life, to depart from the snares of death. Proverbs 
14:27 KJV 
The fear of the LORD prolongs life, but the years of the wicked will be short. Proverbs 
10:27 ESV 

The fear of the Lord helps us _______________ all other fears 
4 I tell you, My friends, do not be afraid of those who kill the body and after that can do 
no more. 5 But I will show you whom you should fear: Fear the One who, after you have 
been killed, has authority to throw you into hell. Yes, I tell you, fear Him! 6 Are not five 
sparrows sold for two pennies? Yet not one of them is forgotten by God. 7 And even the 
very hairs of your head are all numbered. So do not be afraid; you are worth more than 
many sparrows. Luke 12:4-7 BSB 

The fear of the Lord guides us to _______________ 
16 And we have come to know and believe the love that God has for us. God is love; 
whoever abides in love abides in God, and God in him. 17 In this way, love has been 
perfected among us, so that we may have confidence on the day of judgment; for in 
this world we are just like Him. 18 There is no fear in love, but perfect love drives out 
fear, because fear involves punishment. The one who fears has not been perfected in 
love. 1 John 4:16-18 BLB

오늘의 성경 말씀: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분을 아는 것이 명철의 시작이다. 잠언 9:10 쉬운성경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많은 __________을 가져다 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128:1 개역개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잠언 9:10a 우리말성경 (시편 111:10a 에서도 반복됨)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잠언 14:16 개역
개정 
1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계명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으니 2 그 자손이 
그 땅에서 강해질 것이요 정직한 사람들의 세대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3 그 집에 부와 재물이 있고 
의로움도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시편 112:1-3 우리말성경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움도 잠깐이지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잠언 
31:30 우리말성경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견고한 요새를 가진 자이며, 그 후손도 그로 인해 피난처를 얻는다. 잠
언 14:26 쉬운성경 
여호와를 경외하면 생명을 얻는다. 생명을 가진 사람은 만족하며 살고 재앙을 만나지 않을 것이다. 
잠언 19:23 우리말성경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니, 사람을 사망의 올무에서 건진다. 잠언 14:27 쉬운성경 
여호와를 경외하면 오래 살지만, 악인은 오래 살지 못한다. 잠언 10:27 쉬운성경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다른 모든 두려움을 __________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4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친구들아, 몸은 죽여도 그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을 두려
워하지 마라. 5 너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지 알려 주겠다. 죽인 후에 지옥으로 던질 권세를 가진 
분을 두려워하여라.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분을 두려워하여라. 6 참새 다섯 마리가 두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도 하나님께서 잊으신 것은 없다. 7 하나님께서
는 네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많은 참새들보다 훨씬 더 귀하다." 
누가복음 12:4-7 쉬운성경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를 __________으로 인도합니다 
16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굳게 믿을 수 있
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17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전해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날에 아무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아지기 때문입니다. 18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
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한1서 
4:16-18 쉬운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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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when the Israelites saw the mighty hand of the LORD displayed against the 
Egyptians, the people feared the LORD and put their trust in him and in Moses his 
servant. Exodus 14:31 NIV 
1 A shoot will come up from the stump of Jesse; from his roots a Branch will bear fruit. 2 
The Spirit of the Lord will rest on him— the Spirit of wisdom and of understanding, the 
Spirit of counsel and of might, the Spirit of the knowledge and fear of the Lord— 3 and 
he will delight in the fear of the Lord. Isaiah 11:1-3 NIV 
10 At that moment she fell down at his feet and died. Then the young men came in and, 
finding her dead, carried her out and buried her beside her husband. 11 Great fear seized 
the whole church and all who heard about these events. Acts 5:10-11 NIV 
10 For we must all appear before the judgment seat of Christ, so that each of us may 
receive what is due us for the things done while in the body, whether good or bad. 11 
Since, then, we know what it is to fear the Lord, we try to persuade others. What we are 
is plain to God, and I hope it is also plain to your conscience. 2 Corinthians 5:10-11 NIV 
It is a fearful thing to fall into the hands of the living God. Hebrews 10:31 ESV 
Therefore, my dear friends, as you have always obeyed—not only in my presence, but 
now much more in my absence—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Philippians 2:12 NIV 
By mercy and truth iniquity is purged: and by the fear of the Lord men depart from evil. 
Proverbs 16:6 KJV 
The Lord takes pleasure in those who fear Him, In those who hope in His mercy. Psalm 
147:11 NKJV 

Discussion & Prayer Points: 
1. Have you experienced the fear of the Lord in your life? 
2. Pray that we will only fear the Lord, and nothing else. 
3. Pray for boldness to tell non-believers about how fearful it is to fall into the hands 

of the living God (Hebrews 10:31 ESV).

Let Us Fear the Lord
Patrick Lam: Sunday, 15th May 2022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물리치신 큰 능력을 보고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와 여호와의 종 모세를 믿었습니다. 출애굽기 14:31 쉬운성경 
1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 열매를 맺을 것이다. 2 여호와
의 영이 그에게 내릴 것이고, 주의 영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분별력과 능력을 주시며, 주를 알고 
경외하게 하실 것이다. 3 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것이고, 겉모습만 보고 판
단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고 판결을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11:1-3 쉬운성경 
10 바로 그 순간 삽비라도 그 발 앞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자 청년들이 들어와 그가 죽은 것을 
보고는 메고 나가 그 남편 곁에 묻었습니다. 11 온 교회와 이 일에 대해 소문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사도행전 5:10-11 우리말성경 
10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각 사람은 몸을 입고 사는 동안, 행한 선한 일
이나 악한 일이나 자기가 행한 행위대로 거기에 알맞는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11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시라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10-11 쉬운성경 
살아 계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대상이 된다는 것은 정말 무서운 일입니다. 히브리서 10:31 쉬
운성경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여러분이 항상 순종했던 것처럼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 내가 없을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빌립보서 2:12 
우리말성경 
사랑과 신실함으로 죄를 용서받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을 멀리하게 된다. 잠언 16:6 쉬운성경 
여호와는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시며,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기뻐하십니다. 시편 147:11 쉬운성경 

토론 & 기도제목: 
1. 당신이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험을 하였습니까? 
2.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어떤 것들도 두려워하지 않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3. 살아 계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정말로 무서운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들에게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히브리서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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