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出口戰略: Exit Strategy)

2021. 10. 10

(역대하 20:20-26)

말씀: 신광호 담임목사

1. 스톡데일 패러독스(Stockdale paradox)
베트남전에 참전한 미 해군 장교였던 제임스 스톡데일 James Bond
Stockdale(1923~2005)은 1965부터 무려 8년간 ‘하노이 힐턴’ 포로수용소에 수감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무려 8년간의 수용소 생활을 강한 의지로 견뎌내며 몇
명의 미군 포로를 이끌고 생존 귀환한 전쟁 영웅이 되었습니다.
1) 비관론자2) 낙관론자3) 냉정한 낙관론자(짐 콜린스, 『Good to Great』(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2. 여호사밧은 큰 시련 가운데 막연한 낙관론을 펼치지 않고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했습니다.
첫 번째 출구전략은 ( )입니다.
대하 20:3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5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새 뜰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
운데 서서
이렇게 왕도 모든 유다 백성들도 다 성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왕은 여호와
의 전,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 드려 성
전에서 위기 돌파를 위한 출구전략이 가동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3. 상담의 두가지 기법-공감(sympathey), 직면(confrontation)
대하 20:12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
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
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여호사밧의 강점은 큰 문제만 보고 두려워만 한 것이 아니라 큰 문제보다 더 크
신 하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
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이 왕이지만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주님께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4.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내려졌습
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내려졌습니다.
대하 20:15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
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명성제1교회 주일예배

주일 낮 예배 설교

감정 전이(轉移, 영어: transference)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우리의 문제가 하나님께 전이됩니다. 우리에
게 속한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되고 내 문제가 하나님 문제가 되고, 내 눈
물이 하나님의 눈물이 됩니다. 할렐루야!

5. 두 번째 출구전략은 (

)입니다.
여호사밧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전투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하 20:20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아 들로 나가니라 나
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
을 들을지어다
1)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2)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6. 세 번째 출구 전략은 (

)입니다
대하 20:22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As they began to sing and
praise)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
압과 세일 산 사람을 치게 하시므로 저희가 패하였으니
시 22:3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7. 경제학에서는 ‘출구전략’: “경제를 살리기 위해
펼쳤던 각종 정책을 취소하고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출구전략이라고 한다.”
우리 성도들은 오늘의 엄중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동시에 우리와 함께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님
을 바라보며 “다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찬양”
하는 출구전략을 세우고 실천하면 반드시 승리의 그
날이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2021/10/10 요절 말씀㊳ 역대하 20:20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Judah and people of Jerusalem! Have faith in the LORD your God and
you will be upheld; have faith in his prophets and you will be successfu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