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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집 맡은 아들의 음성을 따라 (히3:1-6)

이번 주간에는 예수님께서 선지자되셨다는거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 전달하는 역할했다. 미리 백성들에게 말씀하

신다. 이번주간에는 선지자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청와대에 있다. 왜냐면 거기서 결정한게 

되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저 백악관에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통치하는 분들이 있는 집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집

이 더 중요하다. 왜냐면, 하나님의 집에서 모든 것이 결정

되기 때문이다. 보좌에서 장래의 되어질 일들이 있다. 사실 

집중해야될 것이 하나님의 집에 집중하셔야 한다. 그래서 

그 집에 선지자를 세우셔서 장래에 되어질 일들을 말씀하고 

계신다. 

히브리서에 증인들이 있다. 11장에 소개했다. 증인들의 특

징이 뭐냐면, 장래에 되어질 것을 알고 있었다. 

창11장. 장래

창6:14의 노아는 앞으로 네피림시대와서 홍수 올 것을 알

고 하나님이 그에게 방주 지으라고 했다.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보고 이상한 노인이라고 했겠나. 산중턱에 배 지으면서 

앞으로 큰 홍수 올거니까 준비해야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상하게 생각했겠나.  우리가 앞으로 올 것을 알아야 한

다. 앞으로 영적문제 심각한 시대온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 

우리 다락방에서는 치유와 서밋 237 놓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시대를 보고 내가 해야할 일이 뭔가를 

보여주신다*

37:1-11. 전세계에 극심한 기근들 것을 하나님이 요셉에게 

보여주시고 가장 필요한 쌀을 준비했다. 요셉에게 어려움 

있었지만 상관없었다. 비전이 있었기 때문이다. 장래에 되

어질 일들을 알았다. 바로왕이 꿈 꾼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 

통해 그걸 성취하신다. 여러분이 장래 일을 조롱하고 비난

해도 우리는 넘어갈 수 있다. 

출3:8-12. 모세가 되어질 일을 알았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

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알았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 

가는 길에 얼마나 불평이 많고 얼마나 대들었는지 모른다. 

그런데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다. 모세는 가나안 땅 가야될

거 알았다. 그곳은 그리스도 오실 땅이다. 그 땅에서 예배

해야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았다. 

왕상19:1-24.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 알았다. 곳곳에 칠천인

과 엘리사 준비했음을 엘리야가 깨달았다. 이렇게 하나님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리셨다. 우리도 어렵지 않다. 우리가 

세상 리더하려면 미래 보지 않고는 안된다. 그래서 하나님

이 언약가진 여러분에게 반드시 되어질 일을 설명하시고 거

기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실 게 

있다. 

1. 이스라엘의 실패 (3:7-14)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세상에 있다보니까 거짓선지자의 음

성을 들었다. 세상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단이다 이 사단이 처음부터 거짓말 했다. 아담 하

와에게 나타나서 이 실과 먹으면 안죽는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 한다. 이 소리를 지금도 사단이 한다. 세상의 많은 

사상들과 이론들, 학문들 이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

니다. 우리는 이걸 참고해야지 이걸 딱 붙잡고 있으면 어떻

게 되겠나. 사람들은 여기에서 여론을 만들어낸다. 정치도 

그렇다. 여론을 누가 움직이냐가 다다. 이런 사상 이론 메

시지들이 문화 속에 다 녹아들어 있다. 그냥 영화보고 그냥 

드리마 보고 그런 것 같지만 아니다. 메시지들이 있다. 그

냥 드라마 쓰는 거 같지만 이 속에 이론들이 들어가 있다. 

제가 예전에 비디오 보는데 가수 이은하씨가 노래하는거다. 

놀란게 벽 쪽에다 에이포 용지에 눈을 하나 그려놨더라. 

‘야, 이게 참 오래 됐구나’ 우리가 좀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속에서 영향 받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항상 미혹

되어 있다. 

1) 거짓선지자

2) 항상 미혹(3:10), 매일 유혹(3:13), 마음완고

이러다 보니까 마음이 완고해진다. 3:8에 마음이 굳어진다.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없는 불신앙들이 미혹받고 유혹받다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악한 마음이 된다.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악한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거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3) 복음 – 지식 – 실패(4:2)

직접 홍해가 갈라지는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먼저 

받았지만, 이 복음이 지식으로 머물고 있던거다. 이러면 실

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참선지자의 음성을 들으셔야 한

다. 

2. 선지자

1)히3:5

하나님 집에서 결정된 장래의 일들을 선지자 통해서 말씀해 

오셨다. 많은 선지자 세워서 미래를 설명했다. 그 중에 대

표적인 선지자가 모세다. 모세가 3:2에 보니까 모세를 세워

서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일했는데, 이 모세와 하나님

의 아들은 같지 않다. 이 하나님의 아들을 영원한 선지자로 

세우셨다. 3:6. 그래서 아들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셔

야 한다. 그래서 집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없애는 시간이 필요하다. 얼마나 이론들이 많은지 

모른다. 사실은 맞는게 아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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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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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다. 우리는 선지자의 음성 들으셔야 한다. 

2) 선지자

3) 음성

복음

죄 때문에 저주 재앙 들어오는데 인간이 감당못한다. 그리

고 사단은 인간이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하

나님이 인간의 근본문제 해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복의 근원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게 복음이다. 예수 그

리스도 안에서 이 축복 주셨다. 이걸 믿어야 한다. 

- 장래.

그리고 우리에게 장래의 일을 알리신다. 당신의 백성에게 

보이신다. 그래서 3:5에 이걸 꼭 믿으시라. 그리고 이제는 

-길.

길 물어볼 때 이쪽으로 가시다가 왼쪽으로 가시고.. 길은 

그 때 그 때 다른데, 길도 보이실 것이다. 예배 때 하나님

의 음성 듣는게 너무 중요하다. 선지자의 음성 들으셔야 한

다. 여러 가지 거짓선지자의 말 듣지 마라. 미혹되면 안된

다.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음성 들어

야 승리한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 성소를 향하시

면 된다. 

3. 성소

이 성소에, 하나님의 집이 어떻게 되어 있나? 궤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따라가시

라. 이 언약궤는 말씀을 얘기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

로 되어진다. 모든 천사가 그렇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 

보좌 우펴에 앉으셔서 그리스도의 일 하시는데 그 중에 하

나가 선지자의 역할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소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 엎드린다면 음성듣게 된다. 이 집

중하는 시간이 예배다. 

1) 히3:8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고 가셨다. 그

것도 40년 이라는 시간을 끌고 가셨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

의 궤가 움직일 때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고 앞서갔다. 40년 

동안 말씀 따라가는 훈련을 하게 하신거다. 그래서 이스라

엘 백성이 궤가 가면 가고 서면 서고. 이걸 40년 간 했다. 

그러니까 틈만 나면 모세에게 대드는거다. 왜냐면, 우리 생

각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된다는거야. 40년 동안 궤

나 쳐다보고 예배나 드리고 이게 되냐 말이다. 맞는 말 같

으나 아니다. 우리는 한평생 아니라 영원히 말씀 따라가야 

한다. 영원을 위한 준비해야 한다. 철저하게 말씀이 가면 

가고 서면 서는거다. 이게 메시지다. 이게 굉장히 힘들다. 

나도 모르게 사람에게서 난 것들이 많다. 내가 언약 붙잡고 

가만히 있는게 제일 힘들다. 우리는 어마어마한걸 해야 되

겠다 생각한다. 그게 중요한게 아니고 영원히 말씀을 따라

가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걸음마부터 시작했다. 그래서 매주간 말

씀을 따라가셔야 한다. 이게 다다. 

2) 히3:1

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게 묵상이고 집중이다. 그리스

도 통해서 성소에 집중하셔야 한다. 그리스도 관해서 집중

하는 시간 가지셔야 한다. 나를 멈추는 시간 필요하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에게 깊이 생각하는거다. 이건 선택의 문제 

아니다. 말씀 떠나면 죽는다. 

3) 순종 – 창2:17

세상은 대단하다. 큰 힘 가지고 나를 따르라 한다. 이 속에

서 여러분이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한다. 히4:2 믿으

면 4:3에 가장 평안함이 생긴다. 안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질 때 생긴다. 말씀은 치유의 능력이 있다. 말씀 떠나

서 병든거다. 내가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치유된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히6:13-18 하나님이 이름 걸

고 맹세한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한다. 언약 잡고 있으

면 하나님이 이루셔야 한다. 

이번 주간에는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집중하세요. 내 머리

로 짜는게 아니라, 궤가 움직이면 가시라. 하나님이 우리에

게 뭔가 응답을 주신다. 하나님이 뭔가 행하시는게 있다. 

안그러면 기다려야 한다. 조급해도 기다려야 한다. 말이 40

년 광야지요. 한 주간도 선지자의 음성 듣는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전도자의 삶 실천 Check List 

 

대한예수교장로회 죽전동부교회

 홈페이지 : rt7000.com 스마트폰: rt7000.com/smart
 전화 : 070)8887-2691 / 팩스 : 031) 898-26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