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 연대의 힘

2021. 12. 12

(출 17:8-16)

말씀: 신광호 담임목사

1.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 첫 번째 전쟁이 르비딤에서 일어난 아
말렉과의 전쟁이었습니다.
출 17: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
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전쟁이 두려워서 피하고 있는 것입니까? 모세는 바로 왕과 싸워
이긴 사람인데 왜 전쟁을 맡기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표면적으
로는 아말렉과 전쟁이 일어났지만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는 것을 영적으
로 본 모세는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엡 6: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
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2. 기도의 손
출 17:10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
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3. 모세는 왜 혼자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고 아론과 훌을 데
리고 올라갔을까요?
출 17:12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
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
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사탄은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
금 기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기도는 전투를 위한 준비가 아니라 바로
전투 그 자체이다' (바운즈(E M Bounds, 1835-1913)) 그렇기 때문에 혼자
가 아니라 함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기도 연대(prayer unoin)
4. 초대교회가 로마로부터 수많은 고난 핍박 가운데서도 어떻게 위기를
돌파할 수 있었습니까?
행 1:14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
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도 사단과 싸울 때에 모세처럼 반드시 기도의 기도 연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전 4:12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영원한 세겹줄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본래 공동체를 뜻하는 community는 '함께'라는 com과 '선물'이라는
munus가 합해서 만들어진 말로 ’서로에게 선물이 되어주는 모임’이라는 의
미인데 오늘 해체를 조장하는 시대에 우리가 시급하게 이 공동체를 회복해
야 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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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
실 때에 혼자 가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
고 가셨던 것입니다(마 26:37). 제자들과 기도연대를 만드셨습니다. 다니엘
도 위기 앞에서 기도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단 2:17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
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18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
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왕 앞에 나가기 전에 모르드게에게 기
도 연대를 만들어 달라고 하잖아요?(에스더 4:16)
6. 모세가 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 연대를 이루어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 17:15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16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호와 닛시=여호와는 나의 깃발(The Lord is my Banner).
7. 하나님의 지팡이
출 17:9b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
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
기에 서리라
다 말라비틀어진 모세의 지팡이도 기
도할 때에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더
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연약한
손이 하나님의 손이 됩니다.
여러분,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혼자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이제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기도 연
대를 만들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마 18:19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
르노니 너희 중의 두 사람
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
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
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021/12/12 요절 말씀㊻ 출애굽기 17: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As long as Moses held up his hands, the Israelites were winning, but
whenever he lowered his hands, the Amalekites were winn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