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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난과 축복의 보약
본문: 예레미야 48:11-12 (Jer. 48:11-12)
* 모압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

1. 편안하면 (             )가 생긴다

1. 영적인 무관심
(눅 21:34)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2. 게으름
(눅 21:36)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마 26:41)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3. 탐욕
(약 1:14-15)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각각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꾐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4. 교만
(호 13:6) 그들을 잘 먹였더니 먹는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를수록 
마음이 교만해지더니, 마침내 나를 잊었다.

II. 고난은 변화를 일으킨다

1. 고난은 우리를 회개로 이끈다

(호 5:15) 나(하나님)는 이제 내 곳으로 돌아간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환난을 당할 때에는, 그들이 
애타게 나를 찾아 나설 것이다

(호 6:1) 이제 주님께로 돌아가자. 주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시고, 우리에게 상처를 내셨으나 다시 아물게 하신다

2. 고난은 자신을 돌아보게 한다
(벧전 4:1하-2) 육신으로 고난을 받은 사람은 이미 죄와 인연을 끊은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으로 살아갈 남은 때를 인간의 욕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3. 고난을 통해서 자아가 깨진다
(시 119:71) 고난을 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4.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찾는다
(시 119:67)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까지는 잘못된 길을 걸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5. 고난을 통해 열심이 회복된다

III. 하나님은 고난과 축복을 (        ) 주신다

(애 3:19-22, 32) 내가 겪은 그 고통, 쓴 쑥과 쓸개즙 같은 그 고난을 
잊지 못한다. 20 잠시도 잊을 수 없으므로, 울적한 마음을 가눌 길이 
없다. 21 그러나 마음 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22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다함이 없고 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32 주님께서 우리를 근심하게 하셔도,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신 8:12-14) 당신들이 배불리 먹으며,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지라도, 13 또 당신들의 소와 양이 번성하고, 은과 금이 많아져서 
당신들의 재산이 늘어날지라도, 14 혹시라도 교만한 마음이 생겨서, 
당신들을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 내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