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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혼란스런 세상에서 중심잡기
본문: 예레미야서 45:4-5 (렘 40-45장 Jeremiah 40-45)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으려면?

I. (         )처럼 지혜로워야 한다

1. 세상에 악한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마 10:16-17)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 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17 사람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잠 22:26) 이웃의 손을 잡고 서약하거나,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말아라

2.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면 나 때문에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

II. 자신의 (         )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말라

(렘 42:5-6) "진실하고 신실한 증인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면서 
맹세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예언자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언자님을 보내셔서 우리에게 전하여 주시는 말씀대로 행동할 
것입니다. 6 우리가 예언자님을 주 우리의 하나님께 보내는 것은, 
그분의 응답이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입니다

(렘 42:20)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1.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신 18:22) 예언자가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제멋대로 말하는 그런 예언자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한다

3. 모든 일에 순종하는 습관을 길러야 한다

III. 하나님의 (          )을 믿어야 한다

(렘 45:3) 주님께서는 그대가 언젠가 '주님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이제 꼼짝없이 죽게 되었구나. 나는 탄식으로 
기진하였고, 마음 평안할 일이 없다' 라고 말한 것을 기억하고 계시오
기억하신다: 예레미야와 바룩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다고 
말씀한다

(렘 45:5)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략물(reward)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개역개정)

(렘 40:4-5) 내가 지금 그대의 두 팔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 주겠소. 
그대가 만일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면, 함께 
가십시다. 내가 그대를 보살펴 주겠소. 그러나 나와 함께 바빌로니아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면, 가지 않아도 괜찮소. 이 땅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하고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면, 그 곳으로 가시오." 
5 예레미야가 아직 돌아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는 말을 계속하였다. 
"그대가 이 곳에 머물기를 원하면, 사반의 손자요 아히감의 아들인 
그달리야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동족과 더불어 사시오. 그는 
바빌로니아 왕께서 유다 땅의 총독으로 세우신 사람이오. 그것도 
싫으면, 어디든지, 그대가 보기에 적당한 곳으로 찾아가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근위대장은 예레미야에게 길에서 먹을 양식과 선물을 주어서 
보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