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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용서받은 은혜를 흐르게 하라
본문: 출애굽기 39:42-43, 40:34-38 (출35-40장)  

(출 32:12)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던 재앙을 거두셨다.

(출 33:3-4) “너희는 이제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 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4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전해 듣고 통곡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아무도 장식품을 몸에 걸치지 않았다.

(출 33:14)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네가 안전하게 하겠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은혜가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I. 용서받은 은혜는 참된 (              )을 가져온다

(출 35:1-2)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아 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당신들에게 실천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2 엿새 
동안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렛날은 당신들에게 거룩한 날, 곧 
주님께 바친 완전히 쉬는 안식일이므로, 그 날에 일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사형에 처해야 합니다.

(히 4:8)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다른 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롬 3:23-24)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4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롬 8:32-35)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33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34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35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갈 2:20)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렘 31:34하) 내가 그들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들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않겠다. 나 주의 말이다

II. 용서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            )해진다

(출 36:5-7) 이르기를 "백성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는 데에 
쓰고도 남을 만큼 많은 것을 가져 오고 있습니다" 하였다. 6 그래서 
모세는 진중에 명령을 내려서 '남자든 여자든, 성소에서 쓸 물품을 
더는 헌납하지 말라'고 알리니, 백성들이 더 이상 바치지 않았다. 7 
그러나 물품은 그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할 뿐 아니라, 오히려 남을 
만큼 있었다.

III. 용서받은 은혜를 깨달으면 철저하게 (            )한다

(출 39:5하) 이것은 모두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똑같은 표현이 무려 10번이나 등장한다

(출 39:42-43)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일을 완수하였다. 43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