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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방어의 기술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사실, 믿음의 수비는 하나님
이 최초의 인간에게 가르치는 최초의 예술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께서 그 사람을 데리고 에덴 동산에 두어 돌보고 지키게하셨습니다. 여
호와 하나님 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셨습니다.“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자유롭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못할 것이니 먹는 날에 반드시 죽
으 리라” 창세기 2 : 15-17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신 다음 그를 에덴 동산에 두 셨고 그에게“가르고 지키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창세기의 저자 인 모세는 모든 것의 시작에 대해 하나님 께서 그에게 말
씀하신 모든 것을 히브리어로 썼음을 기억하십시오. 고대 히브리어로“가르고 지키다”
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향”은 동산에서“일, 노동”을 의미합니다. "유지"
는 정원을 "보호, 보호, 안전하게 유지, 보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정원에 심
고 수확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왜 그것을 보호해야할까
요?
하나님은 강력한 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만큼 강력하지는 않지만 여전히 강력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께서 자신을 위해 창조하신 것이 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
니다. 그것은 지구와 인류를 포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상 생애 초기에
첫 인간에게 믿음 방어의 중요성을 가르치 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
여 그와 함께 지상에서 통치하고 다스리 셨습니다. 하나님과의 통치의 일부는 원수로부
터 지구를 지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아담은 어떻게 그럴까요?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께서 아담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무엇입니까? “… 그러나 선
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 방어가 시작된 방법입니다.

믿음 방어가 필요한 이유

4 of 4

하나님은 그의 모든 백성으로부터 믿음의 방어를 요구 하신다.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록
까지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께서 믿음을 수호하라고 말씀하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보
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공격을 받아 왔으며 주님은 여전히 그분의 백성에게 그것을 옹호하도록 부르고 계십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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