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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과 피난처(시 62:1-12)
▶ 삶나누기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과 함께 말씀을 적용하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봅시다
▶말씀 들어가기
들어가는 말: 하나님은 인생의 폭풍이 불 때 피난처에서 안식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가끔 예기치 않았던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과 광풍은 아주 거센 바람을 의미합니
다. 갑자기 무섭게 일어나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바람이 거세게 불 때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다윗은 가끔 폭풍과
광풍을 만나 흔들리곤 했습니다. 피난처는 폭풍과 광풍을 피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피난처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1.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습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자주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심을 노래했습니다. 그렇다
면 피난처는 어떤 곳일까요?
1) 피난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안전한 곳입니다.
2) 피난처는 잠시 피하여 숨는 은밀한 곳입니다.
3) 피난처는 안식하며 힘을 얻는 곳입니다. 믿음은 시각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피하길 원하십니다.
4) 피난처는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곳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왕좌에서 내려 올 때 그는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회복의 소망을
품을 수가 있었습니다.
2.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는 다윗이 쓴 시편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의 시를 읽을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 지는 까닭은
그의 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시편 62편에서 다윗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분
이 피난처가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해 노래했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장
차 오실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 예수님은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십니다.
2) 예수님은 그의 손 그늘 아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손은 가장 안전합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손 안에 있는 자를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3) 예수님은 마른 땅에 흐르는 냇물처럼 우리를 만족케 하십니다.
나가는 말: 탁월하신 예수님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예수님은 탁월하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
속 사역을 통해 그의 탁월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에도
탁월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곳은 십자가의 그늘입니다. 그곳에는 우리 죄인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혈
이 흐르고 있습니다. 생수가 흐르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은 안전합니다. 영원히 안전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대신 담당해 주십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 놓고 안식하십시오.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시길
빕니다.
▶말씀 나누기
1. 지난 설교를 통하여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나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피난처 되신 예수님을 경험한 은혜가 있으시면 나누어 봅시다. 당시의 쫓기는 상황과 예수님의 피난처 되신
은혜를 구체적으로 나누어 봅시다.
3. 지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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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기
1. (말씀 적용) 재 충전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 목장 되도록…
2. (2017 년 비전) 안식과 배움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3.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순조롭게 이루어 지도록…
4. 마음과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속히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도록…
5. 터키 단기 선교팀을 위해 또는 목원 서로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 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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