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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What should
I do when I am
desperate?

출(Exodus) 14:13-16
•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마음 잡을
것Hold your mind

• 출 14: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 And Moses said to the people, “Fear not, stand firm,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which he will work
for you today. For the Egyptians whom you see
today, you shall never see again.

우왕 좌왕
하지 말것
Stand fast

• 출 14: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 And Moses said to the people, “Fear not, stand firm,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which he will work
for you today. For the Egyptians whom you see
today, you shall never see again.

관찰할 것

Observe what is going
on in the view of God

• 출14:1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 And Moses said to the people, “Fear not, stand firm,
and see the salvation of the Lord, which he will work
for you today. For the Egyptians whom you see
today, you shall never see again.

행동할 것

• 출14:1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Take Action

• The Lord said to Moses, “Why do you cry to me? Tell
the people of Israel to go forward.

기도할 것 Pray

• 출14:16,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 Lift up your staff and stretch out your hand over the
sea and divide it, that the people of Israel may go
through the sea on dry ground.

죽을 것
같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 To Do

• 마음 잡을 것 Hold
your mind

• 우왕좌왕 하지 말
것 Stand fast
• 관찰 할 것 Observe
• 시작할 것 Initiate
• 기도할 것 Pray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13)
“구원을 보라” (13)
“앞으로 나가라” (14)
“손을 내밀어 갈라지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