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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새 출발을 잘 하려면  <신년주일 메세지>
본문: 예레미야 18:3-6 

(슥 10:6) 내가 유다 족속을 강하게 하고, 요셉 족속을 구원하겠다.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모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나에게 버림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들이 기도를 할 때마다 응답하겠다.

(호 14:5) 이스라엘은 나를 배신하였다가 병들었으나, 나는 그 병든 
마음을 고쳐 주고 사랑하여 주리라. 이제 내 노여움은 다 
풀렸다(공동번역)

(시 145:10) 주님은 넘어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붙들어 주시며, 짓눌린 
사람은 누구든지 일으켜 세우신다.

* 새 출발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I. 새 출발을 가로막는 (              )를 대지 말아야 한다
1) (           ) 부족
(삿 6:15-16) 기드온이 주님께 아뢰었다. "감히 여쭙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을 구할 수 있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또 나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16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네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을 쳐부수듯 쳐부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2) (            )의 경험
(사 43:18-19)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녕히 내가 광야에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잠 28:13) 자기의 죄를 숨기는 사람은 잘 되지 못하지만, 죄를 
자백하고 그것을 끊어 버리는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

3) 내가 (            ) 수 없는 문제들

4) 불확실한 (            )
(전 11:4)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한다.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리다가는, 거두어들이지 못한다.

II. 이미 (             )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1) 내가 가진 (            )는 무엇인가? 
(골 2:10)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2) 내가 가진 (            )은 무엇인가? 
(갈 3:4) 여러분의 그 많은 체험은, 다 허사가 되었다는 말입니까? 
참말로 허사였습니까?

3) 내게 (             )을 줄 사람은 누구인가?
(잠 15:22)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조언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

III. (             )으로 행하라
(마 9:29) 예수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다. "너희 
믿음대로 되어라."

(잠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IV. 항상 마음을 (              ) 해야 한다
(엡 4:22-23)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23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시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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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4:23) 그 무엇보다도 너는 네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V.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       )하고 계심을 믿으라(렘 18:3-6)
(시 51:10)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