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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사람 (민 16:41-50)
▶ 삶나누기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감사했던 내용과 함께 말씀을 적용하면서 받은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봅시다
▶말씀 들어가기
들어가는 말: 선교란 죽은 자와 산 사람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선교란 바로 죽은 자와 산 사이에 서는 것입니다. 염병보다 더 무서운 죄의 병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에 서서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1. 하나님은 자기 위치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고라자손의 반역은 그들이 자기의 위치를 알지 못했다는 데서 옵니다. 자기 위치를 안다는 것은 자기의 역할을 아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의 소중함을 아는 것입니다. 고라 자손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기신 일을 생각하지
않고 그들에게 맡기지 않은 일들을 탐냈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합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십니다. 공동체를 세우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질서입니다. 질서가 없다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파괴됩니다.
참으로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까지 이 일을 심각하게 다루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무슨 이유
때문에 이런 결과가 생겼을까요? 1)자신의 위치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2)자신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작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3)비교의식 속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4)영적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인
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거스르는 것은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선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선택하신 것은 그의 은혜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인물들을 보면 보통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죽은 자가와 산 자 사이에 선
사람들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중보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정죄와 진노가 멈추게 됩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구원과 치유와 회복과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나가는 말: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아론은 레위의 후손으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아론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서 중보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속죄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이 땅에 오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친히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아론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내어 주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친히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친히 속죄하신 것입니다. 죄의 병으로 죽어가는 우리를
친히 살리신 것입니다. 죽음을 멈추게 하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예수님은 이 땅에 선교사로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선교사가 되셔서 친히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복음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셨습니다. 산 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신 것입니다. 그날에 죄의 병이 그쳤습니다. 우리에게는 생명과 구원이
찾아 왔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오.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도 가서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라.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모두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앞으로 남은 생애를 죽은 자와 산 사 사이에
서서 중보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나누기
1. 지난 설교를 통하여 새롭게 깨달은 사실이나 마음에 와 닿았던 부분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던 아론을 생각하고, 죽었던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서셨던 예수님을 묵상하며 나의 사명을
생각해 봅시다.
3. 지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부분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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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기
1. (말씀 적용)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는 사명을 주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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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단기선교팀들을 위해 또는 목원 서로의 기도 제목이 이루어 지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