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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
본문: 출애굽기 3:7-12 (Exodus 3:7-12)

*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I. 하나님은 먼저 (           )을 주시고 일하신다

(창 15:5) 주님께서 아브람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창 46:3-4)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하나님, 곧 너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거기에서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4 나도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가, 내가 
반드시 너를 거기에서 데리고 나오겠다. 요셉이 너의 눈을 직접 감길 
것이다."

(창 15:13-14)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사백 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14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요 15:7)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빌 4:6-7)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7 
그리하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 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 줄 것입니다.

(마 6:33)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II. 하나님은 사람의 (            )함을 통해 일하신다

III. 하나님은 (            )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

(행 7:22) 모세는 이집트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서, 그 하는 말과 하는 
일에 능력이 있었습니다

(행 7:25) 그는 자기 동포가, 하나님이 자기 손을 빌어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행 7:26-27) 이튿날 모세는 동족들끼리 서로 싸우는 자리에 나타나서, 
그들을 화해시키려고 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들아, 그대들은 한 형제가 
아닌가? 그런데 어찌하여 서로 해하는가?' 하였습니다. 27 그런데 동료에게 
해를 입히던 사람이 모세를 떠밀고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누가 너를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출 15:10, 13) 바로가 다가오고 있었다,, 13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 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마 5:3)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고전 1:27)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고후 12:9)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