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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난이 길어질 때
본문: 예레미야 29:1-14 (Jeremiah 29:1-14)
*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레위기 26장)
* 남유다의 멸망

1차 포로(BC 605) 2차 포로(BC 598) 3차 포로(BC 586)
(렘 25: 11) 이 땅은 깡그리 끔찍한 폐허가 되고, 이 땅에 살던 민족은 
칠십 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길 것이다.
(렘 25:1) 그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말씀하셨다. "비록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나와 빈다고 해도, 내가 이 백성에게 마음을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이 백성을 내 앞에서 쫓아내라!
(렘 25:6) 네가 바로 나를 버린 자다. 나 주의 말이다. 너는 늘 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나갔다. 나는 이제 너를 불쌍히 여기기에도 지쳤다. 
너를 멸망시키려고 내가 손을 들었다.
(렘 29:10-11)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칠십 
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 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11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 과연 70년의 포로생활은 재앙이 아니라 희망의 기간이었나?
I. 70년의 포로 기간은 (          )이 성취되는 기간이었다(레 26장)
II. 70년은 이스라엘을 말씀으로 (             )시키시는 시간이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한 유다 포로들의 재교육

III. 70년의 기간은 이스라엘의 (      )이 쉼을 얻는 기간이다
(레 26:42-43) 나는, 야곱과 맺은 언약과 이삭과 맺은 언약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그 땅도 기억하겠다. 43 
그들에게 버림받은 그 땅은, 오히려 그들이 없는 동안 폐허로 
있으면서, 안식을 누릴 것이다.
IV. 70년은 유대를 멸망시킨 바벨론의 (        )을 정한 기간이었다
(렘 25:12, 14) 이렇게 칠십 년이란 기한이 다 차면, 내가 바빌로니아 
왕과 그 민족과 바빌로니아 땅의 죄를 벌하며, 그 곳을 영원한 
황무지로 만들어 버리겠다. 나 주의 말이다. 14 참으로 이번에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많은 강대국들과 대왕들을 섬길 것이다. 이와 
같이 나는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직접 행하고 저지른 일을 그대로 갚아 
주겠다

* 고난이 길어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I. 철저하게 하나님의 절대 (           )을 인정해야 한다
(사 30:18)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시며,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신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주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은 복되다.
*고난의 (         )이 문제가 아니라 나의 (         )가 문제이다

II. (             )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해야 한다
(렘 29: 12-14)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13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14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 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 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