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혈의 백신(Vaccine)

2021. 10. 17

(민수기 21:4-9)

말씀: 신광호 담임목사

1. “인생은 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를 건너는 것이다.”
산은 정상이 보이지만 광야는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산을 오를 때에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는 길이 없습니다.
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광야는 변화무쌍(變化無雙)합니다.

2. 백성들이 에돔 왕 때문에 지름길을 놔두고 홍해 길로 우회하게 되니 지치고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민 21:4 백성이 호르 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
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They traveled from Mount Hor along the route to the Red Sea, to
go around Edom. But the people grew impatient on the way;
민 21:5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
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they spoke against God and against Moses, and said, "Why have
you brought us up out of Egypt to die in the desert? There is no
bread! There is no water! And we detest this miserable food!"
이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로 영적으로 보면 심각한 병에 걸린 것입니다.
시 50:23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3. 제니스 캐플런, <감사하면 달라지는 것>
“무슨 일이든 두뇌를 자주 쓰게 되면 두뇌는 그 일에 아주 능통해져요. 자주 감
사하면 긍정적인 기분이 형성되고 그러면서 뇌 경로가 강화되어 다시 더 긍정적인
기분이 생겨나는 거예요. 감사는 마음을 긍정적인 상태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정신
훈련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4. 원망 불평은 자유지만 여호와께서 이렇게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심
각하게 다루는지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민 21: 6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
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잠 18: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의 축복에 대한 감사를 잊고 원망 불평하자 하나님께서
보호막을 거두셨고, 그제서야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던 것입
니다. 하나님의 보호막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하의 표현으로 하
면 ‘생명 싸개’에 싸 주셨기 때문에(삼상 25:29) 안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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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스라엘 백성의 치유가 어떻게 시작됩니까?
민 21:7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
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
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우리가 범죄했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바로 치유의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행 3:19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6. 좋으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
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확실한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민 2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
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9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요 3:14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15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 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코로나로 신음하는 우리 민족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예방접종
을 받는 것 외에 다른 무슨 길이 있겠습니까?
롬 8:37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7.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들 때가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때입니
다. 우리 주님 바라보면 살아납니다. 예배
할 때에 여호와의 기운이 임하사 다 살아
납니다.

2021/10/17 요절 말씀㊴ 시편 50:23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He who sacrifices thank offerings honors me, and he prepares the way so
that I may show him the salvation of G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