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합니다, 하나님

2022. 1. 2

(출 4:10-17)

말씀: 신광호 담임목사

1. “우리는 하루에 약 6만 개의 생각을 하는데, 그중 98퍼센트는 어제 했
던 것과 똑같은 생각이다. 다시 말해 평소 하는 생각 중에서 겨우 2퍼센트
만이 새로운 생각이라는 얘기다! 이건 우리가 날마다 새로운 생각을 많이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
는다는 뜻이다.”<엄마의 행복 연습>

2. 모세의 첫 번째 핑계-“내가 누구이기에”
출 3:11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
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의 대답-출 3: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3. 모세의 두 번째 핑계- “나는 당신이 누구십니까?”(출 3:13)
하나님의 대답-출 3:14a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God said to Moses, "I AM WHO I AM.

4. 모세의 세 번째 핑계-“내가 무슨 능력으로?”(출 4:1)
하나님의 대답-출 4:2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5. 모세의 네 번째 핑계, 나는 말하는 재능이 없습니다(출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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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여행이란 새로운 풍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눈을 가지는
데 있다.(소설가 마르쉘푸르스트)”
출 14:16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출 17: 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빌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8.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첫째, (
)의 지팡이입니다.
히 4: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
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계 1: 3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
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둘째, (
)의 지팡이입니다.
렘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대답-출 4:12 이제 가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6. 모세의 다섯 번째 핑계-출 4:13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모세 이야기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하는
솔직한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정말 못해요, 안될 것 같아요, 내가
무슨 자격으로 주의 일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가 늘 하던 말이 아닙니까?

7. 하나님의 대답- 출 4:17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
할지니라.
출 4:20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
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에
더 이상 못합니다 안됩니다 거절하지
말고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의 지팡이
를 손에 잡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뚫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2/1/2 요절 말씀① 출 4:17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But take this staff in your hand so you can perform miraculous signs with i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