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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영민 목사

제목: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본문: 예레미야 36:3 (Jeremiah 36:3)
* 우리 앞에는 어떤 선택들이 있는가?

I.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볼 것인가, (         )을 볼 것인가?
  (렘 34:2-5, 렘 38:17-19)

(렘 36:3) 내가 유다 백성에게 내리기로 작정한 모든 재앙을 그들이 
듣고, 혹시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선다면, 나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막 14:36)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롬 8:15)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II. 하나님과의 (          )을 지킬 것인가, 깨뜨릴 것인가
   (렘 34:15-17)

(시 15:1, 4) 주님, 누가 주님의 장막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거룩한 산에 머무를 수 있겠습니까? 4 맹세한 것은 해가 
되더라도 깨뜨리지 않고 지키는 사람입니다.

(마 5:34, 37)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아예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것은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이다. 
37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에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치는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III. 부담스런 (         )을 주실 때 받아들일 것인가, 배척할 것인가

(렘 36:6하-7) 유다의 여러 성읍에서 온 모든 사람에게 그 말씀을 
낭독하여 들려주시오. 7 그러면, 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드리면서, 저마다 악한 길에서 돌아올는지도 모르오.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쏟으시겠다고 말씀하신 진노와 노여움이 너무 크기 때문이오.

(렘 36:29-30) 유다 왕 여호야김에게 주님의 말을 전하라고 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너는 예레미야에게 '왜 두루마리에다가, 바빌로니아 
왕이 틀림없이 와서 이 땅을 멸망시키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멸절시킬 것이라고 기록하였느냐' 하고 묻고는, 그 두루마리를 태워 
버렸다. 30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야김을 두고서 나 주가 말한다. 
'그의 자손 가운데는 다윗의 왕좌에 앉을 사람이 없을 것이요, 그의 
시체는 무더운 낮에도 추운 밤에도, 바깥에 버려져 뒹굴 것이다.
 
(딤후 3:16)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히 5:7)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빌 2:6-8)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7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8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히 9: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