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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It Doesn’t Make Sense (Part 1)
Patrick Lam: Sunday, 7th August, 2022

Today’s Bible Quote: 
This Book of the Law shall not depart from your mouth, but you shall meditate in it day 
and night, that you may observe to do according to all that is written in it. For then you 

will make your way prosperous, and then you will have good success. Joshua 1:8 NKJV 
  
We live in a _______________ world 
66 From this time many of his disciples turned back and no longer followed him. 67 
“You do not want to leave too, do you?” Jesus asked the Twelve. 68 Simon Peter 
answered him, “Lord, to whom shall we go? You have the words of eternal life. 69 We 
have come to believe and to know that you are the Holy One of God.” John 6:66-69 NIV 
You intended to harm me, but God intended it for good. Genesis 50:20a NLT 

We have an _______________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to the full. John 10:10 NIV 
And God has given us his Spirit as proof that we live in him and he in us. 1 John 4:13 NLT 
3 but every spirit that does not acknowledge Jesus is not from God. This is the spirit of 
the antichrist, which you have heard is coming and even now is already in the world. 4 
You, dear children, are from God and have overcome them, because the one who is in 
you is greater than the one who is in the world. 1 John 4:3-4 NIV 
But thanks be to God, who gives us the victory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1 
Corinthians 15:57 ESV 
10 After Job had prayed for his friends, the Lord restored his fortunes and gave him 
twice as much as he had before. 11 All his brothers and sisters and everyone who had 
known him before came and ate with him in his house. They comforted and consoled 
him over all the trouble the LORD had brought on him, and each one gave him a piece 
of silver and a gold ring. 12 The LORD blessed the latter part of Job’s life more than the 
former part. He had fourteen thousand sheep, six thousand camels, a thousand yoke of 
oxen and a thousand donkeys. 13 And he also had seven sons and three daughters. Job 
42:10-13 NIV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Matthew 6:13 NIV 
My prayer is not that you take them out of the world but that you protect them from 
the evil one. John 17:15 NIV 

These things were written as ____________________ for us 
1 For I do not want you to be ignorant of the fact, brothers and sisters, that our 
ancestors were all under the cloud and that they all passed through the sea. 2 They 
were all baptized into Moses in the cloud and in the sea. 3 They all ate the same 
spiritual food 4 and drank the same spiritual drink; for they drank from the spiritual 
rock that accompanied them, and that rock was Christ. 5 Nevertheless, God was not 
pleased with most of them; their bodies were scattered in the wilderness. 6 Now these

오늘의 성경 말씀: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

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 1:8 개역개정 

우리는 __________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66 그 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 예수
께서 열두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68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
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69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
았사옵나이다 요한복음 6:66-69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창세기 50:20a 

우리에게 __________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
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10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므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4:13 
3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4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
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요한일서 4:3-4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고린도전서 
15:57 
10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11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
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케쉬타 하나씩과 금 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12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만 사천과 낙타 육천과 소 천 겨리와 암나귀 천을 두었고 
13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욥 42:10-13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태복음 6:13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
를 위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15 

이것들은 우리에게 _______________를 보여 주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1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2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3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
며 4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매 그 반석
은 곧 그리스도시라 5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6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 한 것 같
이 즐겨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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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gs occurred as examples to keep us from setting our hearts on evil things as they 
did. 7 Do not be idolaters, as some of them were; as it is written: “The people sat down 
to eat and drink and got up to indulge in revelry.” 1 Corinthians 10:1-7 NIV 

God will make everything perfect in His own __________ 
2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I will make your name great, 
and you will be a blessing. 3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whoever curses you I 
will curse; and all peoples on earth will be blessed through you.” Genesis 12:2-3 NIV 
The whole land of Canaan, where you now reside as a foreigner, I will give as an 
everlasting possession to you and your descendants after you; and I will be their God. 
Genesis 17:8 NIV 
And Joshua said to the people, “Sanctify yourselves, for tomorrow the Lord will do 
wonders among you.” Joshua 3:5 NKJV 
And as soon as the priests who carry the ark of the Lord—the Lord of all the earth—set 
foot in the Jordan, its waters flowing downstream will be cut off and stand up in a 
heap. Joshua 3:13 NIV 
And God shall wipe away all tears from their eyes; and there shall be no more death, 
neither sorrow, nor crying, neither shall there be any more pain: for the former things 
are passed away. Revelation 21:4 KJV 
But if we hope for what we do not yet have, we wait for it patiently Romans 8:25 NIV 
1 Therefore, since we are surrounded by such a great cloud of witnesses, let us throw off 
everything that hinders and the sin that so easily entangles. And let us run with 
perseverance the race marked out for us, 2 fixing our eyes on Jesus, the pioneer and 
perfecter of faith. For the joy set before him he endured the cross, scorning its shame, 
and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3 Consider him who endured such 
opposition from sinners, so that you will not grow weary and lose heart. Hebrews 
12:1-3 NIV 

Communion: 
6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something to be 
used to his own advantage; 7 rather, he made himself nothing by taking the very nature 
of a servant, being made in human likeness. 8 And being found in appearance as a man, 
he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death—even death on a cross! 9 
Therefore God exalted him to the highest place and gave him the name that is above 
every name, 10 that at the name of Jesus every knee should bow, in heaven and on earth 
and under the earth, 11 and every tongue acknowledge that Jesus Christ is Lord, to the 
glory of God the Father. Philippians 2:6-11 NIV 

Discussion & Prayer Points: 
1. Are there things that don’t seem to make sense in your life right now? Share with 

your Gathering members if you feel comfortable doing so. 
2. Pray for each other to trust in God’s Word, even when things don’t make s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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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10:1-7 

하나님은 그의 __________가 되면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만드실 겁니다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세기 12:2-3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창세기 17:8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
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 3:5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여호수아 3:13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요한계시록 21:4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로마서 8:25 
1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 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 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2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
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
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히브리서 12:1-3 

성찬식: 
6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 오히려 자기
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9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
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6-11 

토의 & 기도제목: 
1. 지금 당신 삶에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있나요? 만일 괜찮다면, 여러분의 개더링 성도들과 함
께나누세요. 

2. 이해가 되지 않는일 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말씀안에서 믿음을 갖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세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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