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계점(臨界點)

2022. 8. 7

(민 20:1-3)

말씀: 신광호 위임목사

1. “과거의 성공이 미래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
“과거의 믿음이 미래의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
“과거의 건강이 미래의 건강을 보장하지 않는다.”
2. 오늘 말씀의 배경은 민 20:1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데스에
도착한 것입니다. 이 가데스는 38년 전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의 불신앙적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거기에
동조하고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하다가 크게 혼이 났고 그 이후로 광야를
38년 동안이나 뺑뺑이 돌게 된 시작점입니다(민 13장).
이렇게 38년만에 어렵게 다시 도착한 가데스에서 저들이 갈증에 시달리게
되자 모세에게 또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았습니다.
민 20: 3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They quarreled with Moses and said, "If only we had
died when our brothers fell dead before the LORD!
3. 모세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 엎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6절).
민 20: 8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
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Speak to
that rock before their eyes and it will pour out its
water.)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
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4. 모세의 실수 첫째, (
)에 말려들었습니다.
민 20:10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여러분 임계점이란 말 아시지요? 임계점 (Critical point)은 물질의 어떠한
현상에 의해 상태가 변할 때, 예를 들어 액체에서 기체로 상태가 변하는
경계의 상태를 임계라고 하고, 이때 경계점을 임계점이라고 한다.
민 12: 3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민 20:11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 치니 물
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5. 너무 잘하려고 싸우는 것보다는 잘못하고 평화롭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잠 17: 1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
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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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낮 예배 설교

잠 25:24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마 55:0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요
갈 5:15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6. 모세의 실수 둘째, (
)을 잃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말씀 한 마디로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심으로 그 거룩을 나타내시고자 하신 것을 방해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신앙인의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민 20:12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13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므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히브리어 '므리바'(meribah)는 다툼 혹은 분쟁의 뜻으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의 행동을 보시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했다고 무섭게 책망하셨습
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만큼 큰 실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단거리 경기가 아니라 마라톤과 같아서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고후 13:5).
7. 주기철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
롬 8:18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
할 수 없도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은
다 받아 누리고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 그 때 우리는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합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만 나중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지어줍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 주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라 늘 현재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옛날
믿음 자랑하지 말고 지금 믿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2022/8/7 요절 말씀 ㉙ 마5:9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
임이요
(Blessed are the peacemakers, for they will be called sons of Go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