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 해 를  건 넜 습 니 까 ?”
(출애굽기 14:21-31)

■ 들어가는 말 
   최근 내 삶에서 일어난 좋은 변화가 있다면 한 번 나누어 봅시다.

■ 말씀 속으로 – 들어가 봅시다. 

1.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 (21절)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

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2.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이 애굽 군대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 (25절)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들을 치는도다

   (26절)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27절)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28절)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3. 홍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온 변화는 무엇입니까? 

=> (31절)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

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4.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일인데도, 굳이 모세를 통해 일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 이 싸움에서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께서 싸우셨고, 바다를 가르쳤고, 애굽 군대를 멸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모세를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함이

었습니다.

5. 홍해를 건넌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 상태에서 완전히 해방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었음을 상징합니다. 세상에 속해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룩한 새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나는 온전히 홍해를 건넜습니까? 아직도 홍해 저편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 (돌아가면서 나누어 봅시다.)

■ 기 도
큰 기적으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 홍해를 건넌 사건을 통해 우리의 상태도 

단순히 지리적 이동만이 아니라 영적 이동이 있었음을 압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 되었던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자녀 된 거룩한 새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세례 받은 자로서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 청 합 니 다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이, 
 상처가 있는 곳에 위로가,
 절망하는 이에게 희망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기 그분을 만날 수 있도록 
 잘 인도하는 참 좋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온양삼일교회입니다. 
 “온양삼일교회”는 당신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에게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을만한 아름다운 삶(신앙)의 이야기가 있나요?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아름다운 삶의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복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