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ECEMBER 3 • MOSES AND A PROPHET TO COME 

 

큰 소리로 신명기 18장 15절~19절 읽으십시오. 모세의 이스라엘을 향한 고별 설교입니다. 

18:15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16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 산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네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17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18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19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Devotional Thoughts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 후손들의 이집트 노예생활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는 

계획을 아직 실행하지는 않으셨지만, 아브라함에게 친히 하신 약속은 잊지 않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아브라함의 손자)의 자녀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낼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적들을 통해 노예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자유케 하시고 인도하사 광야길 

가운데서도 보호하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게 가르치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주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신이 죽을 

것을 미리 알고 고별 설교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십계명을 직접 받기 까지 했던 이 

위대한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실 거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죽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민족가운데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곧 세상을 떠날 모세는 

장엄하게 이스라엘을 향해 말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위엄하심 앞에 두려워 하여 모세로 하여금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에 중보자가 되게 한 것과 같이 또 다른 중보자가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께 세움바 된 이 

선지자는 그에 대해 가르칠 것이며 누구라도 그 선지자를 거부하는 자는 하나님께 합당한 이유를 

말해야 할 것입니다.  

 

오랜 세월동안 이스라엘은 모세와 같이 놀라운 힘과 권세로 그들을 인도할 누군가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모세와 같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온전히 

증거할 모세보다 뛰어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바로 그 선지자입니다. 그 분은 경외롭고 거룩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이스라엘을 인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이유를 

대답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뜻과 가르침과 위로를 온전히 알려주신, 완전한 중보자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며 기도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