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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모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본문: 렘 38:17-21 (Jeremiah 38:18-21)
*예루살렘 함락 직전 세 인물의 하나님께 대한 태도(렘 37장-39장)

I. 하나님의 뜻을 사모했지만 (           )을 거부한 시드기야왕

(대하 36:12-13) 그는 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그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선포하는 예레미야 예언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3 느부갓네살은 강제로,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충성을 맹세하도록 하였다. 시드기야는 
억지로 충성을 맹세하였지만, 마침내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항하기까지 
하였다. 다른 한 편으로, 시드기야는 고집을 부리며, 조금도 뉘우치지 
않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왕하 24:14-15) 시드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스물한 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한 해 동안 다스렸다.. 19 그는 여호야김이 
하였던 것과 똑같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하였다.

(렘 37:17) 하루는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왕궁으로 
데려와서, 그에게 은밀히 물어 보았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이 없습니까?" 그 때에 예레미야가 대답하였다.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말하였다. "임금님께서는 바빌로니아 왕의 
손아귀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II. 목숨을 걸고 믿음의 (            )를 지킨 에벳멜렉

(렘 38:8-11) 에벳멜렉은 왕궁에서 바깥으로 나와 왕에게 가서, 이렇게 
아뢰었다. 9. 높으신 임금님, 저 사람들이 예언자 예레미야에게 한 
일들은 모두 악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예레미야를 물웅덩이 속에 집어 
넣었으니, 그가 그 속에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성 안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10 그 때에 왕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는 여기 있는 군인들 
가운데서 삼십 명을 데리고 가서, 예언자 예레미야가 죽기 전에, 어서 

그를 그 물웅덩이 속에서 끌어올려라." 11 에벳멜렉이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왕궁의 의복 창고로 들어가서, 해어지고 찢어진 옷조각들을 
거기에서 꺼내다가, 밧줄에 매달아서, 물웅덩이 속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내려 주었다.
 

(렘 39:15-18)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16 "너는 저 에티오피아 사람 
에벳멜렉에게 가서, 이와 같이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보아라, 내가 이 도성에 복이 아니라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포하였는데, 이제 내가 한 그 말을 이루겠다. 이 일이 
바로 그 날에, 네가 보는 앞에서 일어날 것이지만, 17 바로 그 날에 
내가 너를 건져내어,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18 오히려 내가 너를 반드시 구해서, 
네가 칼에 죽지 않게 하겠다. 네가 나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명을 너에게 상으로 준다. 나 주의 말이다.'"

(마 10:41-42) 예언자를 예언자로 맞아들이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을 의인이라고 해서 맞아들이는 사람은, 의인이 
받을 상을 받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작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 제자라고 해서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가 받을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III. 끝까지 소명을 다하는 (           ) 예레미야
 

(렘 20:2) 예언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그에게 차꼬를 채워서 주님의 
성전 위쪽 '베냐민 대문' 근처에다가 가두었다

(렘 37:15) 고관들은 예레미야에게 화를 내며, 그를 때린 다음에, 
서기관 요나단의 관저에 있는 구치소에 예레미야를 감금시켰다
 

(애가 3:19-22)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20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21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22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므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23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