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초대교회가족순예배/ 2019 년 11 월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누리는 복          시편 121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6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배경 이해하기  

시편 121 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중 두번째 시입니다. 1969 년에 닐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한 후 이 시를 낭독했다고 합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의 마지막 

장면에서도 여주인공 마리아가 1 절을 낭독하며 알프스 산맥을 넘었다고 합니다. 이 

시는 고난을 통과하는 순례자의 고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PRAYER &SONGS- OPTIONAL (5 min) 
함께 나누어드리는 song sheet 을 활용하세요! 
 

Object Lesson<순례자의 길>(20min) 

주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순례자의 길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준비물: 길 만들기 (Duct tape), 장애물 만들기(순 가족 중 4 명), 눈 가리개 
목표지점 만들기 (아이들의 수 만큼 구디백 준비)  
1. 테이프를 이용하여 자유롭게 길을 만듭니다. (끈이나 의자, A4 용지 등을 
사용해도 됩니다. 
2. 눈을 가리고 걸어갈 한 아이와 손을 잡고 인도할 사람을 뽑습니다. 
3. 장애물을 위한 4 명의 어른들을 선택하여 각 내용이 적힌 종이를 나누어 
줍니다. 
4. 눈가리개를 한 아이는 출발점에서 인도할 사람과 함께 서서 기다립니다. 
5. 그 때, 장애물을 담당할 사람들은 리더가 지정해 준 장소에 섭니다. 

6. 장애물 경주가 시작되고 장애물 #1 부터 차례대로 종이에 적힌 내용을 
말하며 자신의 길로 유혹합니다. 
7. 유혹이 있을 때마다 아이가 다른 길로 빠지지 않도록 인도자는 그 손을 
붙잡고 “나를 믿고 따라오세요~” 말하며 이끕니다. 
8. 종착지에 도착했을 때, 눈가리개를 벗고 준비된 구디백을 깜짝 선물로 주며 
모든 순가족들이 큰 박수로 칭찬합니다.  

 

TALK (10min) 
1. 높은산을 하이킹해본적이 있나요? 산을 오를때 어떠했나요? 산 꼭대기에 

다다랐을때는 기분이 어떠했나요? 

 

2. 시편 121 편의 본문에서 가장 맘에 드는 성경구절이 있다면 골라서, 왜 그러한지 

나누어보아요. 

 

3. 현재 내가 처 해 있는 상황속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기도해보아요. 

  

Conclusion + 가족별기도시간 
순례자는 고난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사람입니다. 높은산의 정상에 

이르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위험과 지치는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두 다 견뎌내었을때 주어지는 상은 참으로 뿌듯하고 보람됩니다. 우리들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매일 순례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참으로 감사한것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며, 늘 우리를 지키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Ending PRAYER (3min) 

하나님 아버지, 더 높은 산을 오를수록, 그에 따르는 위험과 어려움이 많기 

마련입니다. 저 높은 천국의 소망을 향해 우리가 달려갈때에 때로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저희를 늘 지키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딛고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에 의지하여 한걸음씩 나아가게 

도와주세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NJ Chodae Church Family Worship /October, 2019 

 Blessings for those who Trust                Psalm 121                                             
 

1	I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s—where	does	my	help	come	from?	2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3	He	will	not	let	
your	foot	slip—he	who	watches	over	you	will	not	slumber;	4	indeed,	he	who	
watches	over	Israel	will	neither	slumber	nor	sleep.	5	The	Lord	watches	over	
you—the	Lord	is	your	shade	at	your	right	hand;	6	the	sun	will	not	harm	you	
by	day,	nor	the	moon	by	night.	7	The	Lord	will	keep	you	from	all	harm—	
he	will	watch	over	your	life;	8	the	Lord	will	watch	over	your	coming	and	
going	both	now	and	forevermore.	
	
Background	
Psalm	126	is	the	second	Psalm	in	the	Songs	of	Ascents.	In	1969,	Neil	
Armstrong	recited	this	Psalm	upon	the	arrival	at	the	moon.	In	the	movie,	
<Sound	of	Music>,	Maria	also	recited	verse	1	of	this	Psalm	at	the	end	of	the	
movie	as	she	was	passing	through	the	Mount	Alps.	Psalm	121	is	the	
confession	of	a	Pilgrim	in	the	midst	of	passing	through	a	difficult	journey	of	
pilgrimage.	
	

PRAYER	&SONGS-	OPTIONAL	(5	min)	
Utilize	the	song	sheet	we	hand	out!	
	

Object Lesson<A Road to Pilgrimage>(20min) 
Theme: We can overcome the challenges of pilgrimage with the 
protection ahd help of the Lord. 
Prepare: Duct Tape Road, Obstacles (4 people create together), 
blindfold, A spot for destination, Goody Bags (each for every child). 
1. Using the Duct Tape, create a road (you may also use rope, chairs, 
or A4 papers). 
2. Pick one child who will be blind folded and a person who will be 
leading the child. 
3. For the four people who will create obstacles, hand out the papers 
that has titles of obstacle/temptations in life. 
4. A child who is blind folded wait at the starting point with the person 
who is leading. 
5. A leader positions the four people to be an obstacles at the decided 
spots. 

6. When the game begins, obstacls person #1 will come and try to lead 
the child to his/her way. And so does #2,3 and 4 in order. 
7. Every time, obstacle person comes and tempts the child, the leading 
person will try to protect the child by holding onto the child tight and 
saying, “Trust and follow me.” 
8. When the child and the leading person arrived at the destination 
safely, child may take off the blind fold and receive the goody bags as 
a surprise. People may applaud and celebrate the finishing of the 
pilgrimage. 
	

TALK (10min) 
1. Have	you	ever	hiked	or	climbed	a	mountain?	How	was	it	while	climbing?	
How	was	it	when	you	arrived	on	the	top? 
 

 

2. Read	Psalm	121	again	and	try	to	pick	a	verse	which	you	like	the	best	and	
share	why.		
	
3.	In	your	present	life,	do	you	have	any	struggles	or	challenges	where	you	
need	the	Lord’s	guidance,	protection	and	help?	Share	and	pray	together. 
 

Conclusion+ Family Prayer Time  
Pilgrims	are	the	people	who	endure	the	sufferings	of	the	journey	in	faith.	
When	you	try	to	climb	a	high	mountain,	you	may	meet	many	challenging	
situations,	and	sometimes	even	a	danger.	But	when	you	don’t	give	up	and	
reach	the	top,	the	reward	feels	awesome.	We	live	a	life	as	if	we	are	climbing	
a	mountain,	and	our	destination	is	heaven.	Our	life	is	thus	like	a	road	of	a	
pilgrim.	What	encourages	us	is	that	we	never	do	this	alone,	but	there	is	God	
who	always	protects	and	helps	in	His	power,	so	we	do	not	need	to	give	up. 
 

Ending PRAYER (3min) 
Dear	God,	the	higher	the	mountain	is,	the	dangers	and	struggles	will	be	
greater	in	order	to	climb.	We	set	our	eyes	on	the	heaven,	the	highest	goal	in	
our	lives,	and	we	meet	many	dangers	and	struggles	which	sometimes	make	
us	fall.	But	we	can	overcome	because	you	are	always	watching	and	
protecting	us.	We	do	not	do	this	journey	on	our	own	but	we	depend	on	your	
power	to	take	each	step.	Thank	you	Lord!	In	Jesus’	Name	we	pray,	Amen. 



 

NJ Chodae Church Family Worship /September 2019 

하나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누리는 복       시편 121 

Blessings for those who Trust                 Psalm 121 

                                                   
1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3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4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5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6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7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1	I	lift	up	my	eyes	to	the	mountains—where	does	my	help	come	from?	2	My	
help	comes	from	the	Lord,	the	Maker	of	heaven	and	earth.	3	He	will	not	let	
your	foot	slip—he	who	watches	over	you	will	not	slumber;	4	indeed,	he	who	
watches	over	Israel	will	neither	slumber	nor	sleep.	5	The	Lord	watches	over	
you—the	Lord	is	your	shade	at	your	right	hand;	6	the	sun	will	not	harm	you	
by	day,	nor	the	moon	by	night.	7	The	Lord	will	keep	you	from	all	harm—	
he	will	watch	over	your	life;	8	the	Lord	will	watch	over	your	coming	and	
going	both	now	and	forevermore.	
 

 

1. 높은산을 하이킹해본적이 있나요? 산을 오를때 어떠했나요? 산 꼭대기에 

다다랐을때는 기분이 어떠했나요? Have	you	ever	hiked	or	climbed	a	
mountain?	How	was	it	while	climbing?	How	was	it	when	you	arrived	on	
the	top? 
 

  

 

 

 

 

 

 

 

2. 시편 121 편의 본문에서 가장 맘에 드는 성경구절이 있다면 골라서, 왜 그러한지 

나누어보아요. Read	Psalm	121	again	and	try	to	pick	a	verse	which	you	like	
the	best	and	share	why.	 
 

 

 

 

 

 

 

 

 

 

 

3. 현재 내가 처 해 있는 상황속에,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함께 나누고 기도해보아요.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한문장으로 

요약해보세요.  In	your	present	life,	do	you	have	any	struggles	or	challenges	
where	you	need	the	Lord’s	guidance,	protection	and	help?	Share	and	pray	
together.	And	summarize	what	you	learned	into	one	sentence. 
 

 
	

 

 

 

 

 

 

 

 



 

 

 

 

 

 

 

 

 

 

 

 

 

 

 

 

 

 

 

 

 

 

 

 

 

 

 

 

 

 

 

 

 

 

 

 

Blessed 
 
Blessed are those who dwell in Your house 
They are ever praising You 
Blessed are those whose strength is in You 
Whose hearts are set on our God 
We will go from strength to strength 
Until we see You face to face 
Hear our prayer 
Oh Lord, God almighty 
Come bless our land 
As we seek You 
Worship You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For You are holy, Lord 
 
 

 

 

 

 

 

 

 

 

 

 

 



 

 

 

 

 

 

 

 

 

 

 

 

 

 

 

 

 

 

 

 

 

 

 

 

 

 

 

 

 

 

 

 

 

 

Leaning	on	Jesus	
	
What	a	fellowship,	what	a	joy	divine,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What	a	blessedness,	what	a	peace	is	mine,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Leaning,	leaning,	
Safe	and	secure	from	all	alarms;	
		Leaning,	leaning,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O	how	sweet	to	walk	in	this	pilgrim	way,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O	how	bright	the	path	grows	from	day	to	day,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What	have	I	to	dread,	what	have	I	to	fear,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I	have	peace	complete	with	my	Lord	so	near,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