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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환란 중에 기억할 하나님
본문: 예레미야 52:12-16 (52장, Jeremiah 52) 
(렘 51:64하) 바빌로니아도 이렇게 가라앉아, 다시는 떠오르지 못하고 
쇠퇴할 것이다' 하고 말하십시오." 여기까지가 예레미야의 말이다.
* 환란 중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I. 우리에게 (          ) 하시는 하나님 God the Speaker
(단 9:2)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칠십 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렘 28:8)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왕하 23:25)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시 1:1-6)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2 오로지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3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4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낱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5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6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II.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           ) 하나님 God the Ruler
(렘 7:3-8)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 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4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5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6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 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7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궁 
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 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8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렘 18:3-11)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토기장이가 마침 
물레를 돌리며 일을 하고 있었다. 4 그런데 그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잘 되지 않으면, 그 흙으로 다른 그릇을 빚었다. 5 그 
때에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6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이 토기장이와 같이 너희를 다룰 수가 없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 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 
안에 있다. 7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의 뿌리를 뽑아내거나, 그들을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8 그 민족이 내가 경고한 
죄악에서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려고 생각한 재앙을 
거둔다. 9 그러나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세우고 심겠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10 그 백성이 나의 말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보기에 
악한 일을 하기만 하면, 나는 그들에게 내리기로 약속한 복을 거둔다.' 
11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내릴 재앙을 마련하고 있으며, 너희를 칠 
계획도 세우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어서, 각기 자신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너희의 행동과 행실을 고쳐라.'
(역대하 16:9)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III. 실패 중에도 (            )시키시는 하나님 God the Healer
(렘 52:16) 그러나 근위대장 느부사라단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 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렘 33:16, 26)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26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