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님과 신선한 만남(1): 부르심

출애굽기 3:1-15



1.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4.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6.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9.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3.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1. Fresh Encounter: Repent! 



1.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4.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1.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2.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 때에

4.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5.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히 4: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10:19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 Fresh Encounter: Walking with God 
하나님은 신선한 만남 가운데 동행을 약속하십니다



6.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뵈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7.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9.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11.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 12절
•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Evidence of God’s presence in your life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

▪Evidence of Scripture changing you 

▪성경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

▪Evidence of a growing appreciation for 
God’s mercy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가 자라나고
있다는 증거



1.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2.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신다.

3.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4.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5.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칫상을 차려 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 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6.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 곳에서 살겠습니다.





13.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14.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1. 부르신 곳에서 신을 벗으십시오! 내가 가진 옛
성품, 옛 생각, 옛 것, 옛 가치를 벗어내야
합니다. 

2. 부르심은 하나님과 동행케 만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3. 하나님을 영원토록 알아가는 곳으로 우리를
부르십시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를
소망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