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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기는 기회다
본문: 출애굽기 5:20-6:1 (Exodus 4-6장)

I. 믿음의 여정에서 위기는 (             ) 과정이다

(출 5:21)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리시면 좋겠소.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소.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 준 
셈이오."

(출 5:22-23) 이 말을 듣고서, 모세는 주님께 돌아와서 호소하였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 곳에 보내셨습니까? 23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계십니다."

(벧전 4:12-14)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무슨 이상한 일이나 생긴 것처럼 놀라지 
마십시오. 13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그의 영광이 나타날 때에 여러분은 또한 기뻐 뛰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14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면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입니다.

II. 모든 위기는 하나님을 깊이 (           )하는 기회가 된다

1. 하나님은 누구도 대항할 수 없는 (           ) 분이다

(출 6: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그들을 내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2. 하나님은 자신의 약속에 (           )하신 분이다

(출 6:2-3)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3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출 6:4-6) 나는 또한, 그들이 한동안 나그네로 몸붙여 살던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을 세웠는데, 5 이제 나는 이집트 사람이 
종으로 부리는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듣고, 내가 세운 언약을 
생각한다…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 엘 샤다이, 여호와, YHWH, 야웨, 아도나이, 엘로힘

3.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          )하시는 분이다

(출 6:6-8)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나는 주다. 나는 
이집트 사람들이 너희를 강제로 부리지 못하게 거기에서 너희를 이끌어 
내고, 그 종살이에서 너희를 건지고, 나의 팔을 펴서 큰 심판을 내리면서, 
너희를 구하여 내겠다. 7 그래서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곧 너희를 이집트 사람의 
강제노동에서 이끌어 낸 너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8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손을 들어 맹세한 그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겠다. 나는 
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