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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기 34:1-12

1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 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
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2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의 유다 온 땅과

3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
까지 보이시고

4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5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
에서 죽어

6 벳브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7 모세가 죽을 때 나이 백이십 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
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8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
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삼십 일을 애
곡하니라

9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
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
하였더라

10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
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
던 자요

11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호성기 목사

다음 세대를 살리는 비전으로 부흥케 하소서

2020년 8월 12일

Int:  모세가 120세때 모압평지에서 1달동안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에게 

부흥은 사람이 만들어 내지 못한다: 성령을 통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젼으로!



2주의 은총과 연합으로 부흥하게 하소서

I.  신 34:1-4  비스가산(느보정상)에 오른 모세가 다음세대에게 준 비젼I.  신 34:1-4  비스가산(느보정상)에 오른 모세가 다음세대에게 준 비젼

자신들의 행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믿음으로

마귀는 하나님이 주신 Kingdom비젼,‘관점’이 변질되게 속인다

    1)  민 22:41 모압왕 발락이 복채주고 무당 발람을 ‘바알산당’초치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케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 무당 발람에 임하여 kingdom 비젼 선포

    2)  민 23:13 모세가 올라간 비스가산 느보정상: 이스라엘의 끝자락봄

                   소망없는 이스라엘 보여 ‘관점’바꾸게

    ‘하나님의 영’ 이방인 무당 발람에 임하여 kingdom 비젼 선포

    3) 민 23:28 발락이 무당 발람을 브올 산으로: 광야만 보임:소망없음‘  

       하나님의 영’이 이방인 무당 발람에 임하여 kingdom 비젼 선포

이스라엘에서 한 별이 나오고 한 규(scepter)가 나와 구원 하리라:예수예언

우리가 다음세대의 부흥을 위하여 주는 비젼 은 American Dream에서

Kingdom Dream: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의 꿈: 이것이 부흥케 한다

1607 버지니아 제임스타운 104명 american dream

1620 청교도 102명 kingdom dream: 이들이 미국을 최강국으로 세웠다

II.  신 34:5-8  무당은 산 꼭대기로, 모세는 산 골짜기로: 무덤남기지 않음II.  신 34:5-8  무당은 산 꼭대기로, 모세는 산 골짜기로: 무덤남기지 않음

모세가 가나안에 못들어간 이유? 시력, 기력 약함 아님: 영력, 지력, 체력 강함

  민 20:11/신 22:50-52: 므리바 반석 침으로 말씀 거역:불순종의 죄로인함   

  모세 낙심없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으로 살다 

  삼상4장: 엘리제사장 98세:영력/지력/체력 없어진 리더-언약궤 뺏겼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하나님의 언약궤’를 우상처럼 부렸다.

  민 21:9 교만불순종으로 불뱀(독사)에 물린백성:장대위에 달린 놋뱀보고

  유다 12대왕 히스기야 종교혁명:놋뱀파괴 ‘느후스단’:놋쇠 조각일뿐..

  모세/엘리야: 율법과 선지자: 무덤 없다:자신 들이 우상이 되는 것 막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였다: 실패자가 아닌 승리자: 주님 영광 도구

  우리도 다음세대에 나 잘난 것을 물려주지 않고 ‘오직예수 믿는 믿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 죽으심/부활이 나의 의의 부활믿음

III. 신 34:9-12 여호수아에게 안수: 모세의 영력이 전수:백성들이순종함III. 신 34:9-12 여호수아에게 안수: 모세의 영력이 전수:백성들이순종함

결론: 다음 세대 부흥 위하여 Kingdom dream / 오직예수 / 갑절영감비젼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