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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민 목사 

제목: 초막절과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 메시지>
본문: 레위기 23:33-43 (Lev 23:33-43)
(레 23:2)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창 1:14)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늘 창공에 빛나는 것들이 생겨서, 
낮과 밤을 가르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가 되어라.

(출 23:17) 너희 가운데 남자들은 모두 한 해에 세 번 주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

* 추수감사절에 초막절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I. (              )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
(레 23:42-43) 이레 동안 너희는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본토 사람은 누구나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렇게 하여야 
너희의 자손이,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을 초막에서 살게 한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II. 쓸 것을 (             )해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날
(출 34:13) 당신들은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들일 
때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신 16:15)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신 16:16-17) 모든 남자는 한 해에 세 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주님을 뵈어야 
합니다. 그러나 빈 손으로 주님을 뵈러 가서는 안 됩니다. 17 저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에 따라서 그 힘대로 예물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신 16:13-14) "당신들은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에서 소출을 
거두어들일 때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14 당신들은 이 

절기에 당신들과 당신들의 아들과 딸과 남종과 여종과 성 안에서 같이 
사는 레위 사람과 떠돌이와 고아와 과부까지도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느 8:14-17)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축제에는 초막에서 
지내도록 하라는, 주님께서 모세를 시켜서 명하신 말씀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15 또한 그들은 책에, 산으로 가서 
올리브 나무와 들올리브 나무와 소귀나무와 종려나무와 참나무의 
가지를 꺾어다가 초막을 짓도록 하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사는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 널리 알려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16 그래서 백성은 나가서,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지붕 위와 마당과 하나님의 성전 뜰과 수문 앞 광장과 
에브라임 문 앞 광장에 초막을 세웠다. 17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모든 사람이 초막을 세우고 거기에 머물렀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렇게 축제를 즐긴 일이 없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즐거워하였다.

III. (            ) 안에서 기뻐하는 날
(요 7:2-14) 그런데 유대 사람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워지니,,, 8 
너희는 명절을 지키러 올라가거라. 나는 아직 내 때가 차지 
않았으므로, 이번 명절에는 올라가지 않겠다." 9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는 갈릴리에 그냥 머물러 계셨다. 10 그러나 
예수의 형제들이 명절을 지키러 올라간 뒤에, 예수께서도 아무도 
모르게 올라가셨다,, 14 명절이 중간에 접어들었을 즈음에,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요 7:37-39) 명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서서,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로 와서 
마셔라. 38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39 이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다

(행 27:23-25) 바로 지난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반드시 황제 앞에 서야 한다. 보아라,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 타고 
가는 모든 사람의 안전을 너에게 맡겨 주셨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