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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기1. 르비딤에서 장막을 치고 마실 물이 없는 백성의 행동은 어떠한지 빈칸을 채우며 생각해 봅시다. (2-3절)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                                     )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                                     )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                                     )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                                     )

2. 원망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모세의 행동은 어떠한지 나누어 봅시다(4절)

3. 내가 떠밀려진 원치 않고 피하고 싶은 상황 앞에서 주로 나의 행동은 백성과 모세 사이에 어떤 사람입니까?(2-4절)

4. 부흥회를 마치고 다시 말씀으로 시작하려하는 때에 물이 없어 원망이 드는 환경 앞에 내가 예수님께 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6절)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참고/ 요 4:14, 요 7:38-39)

<적용찬양: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410/새310장)

주일 1-3부 설교노트 / 나눔교재                                                          설교자: 박경철 목사

목마르세요?   출애굽기 17:1-7



Apply to Life

Sunday Worship Sermon Note                                        Speaker: Rev. Kyung Chul Park

Are You Thirsty?   Exodus 17:1-7

<Song in Response:  I Know not Why God’s Wonderous Grace (Hymn 310)

1. Fill in the blanks below and think about the actions of people camped at Rephidim who did not have 
 water to drink. (v.2-3)

So they quarreled with Moses and said, “Give us water to drink.” Moses replied, “Why do you 

 (                                               ) with me? Why do you put the Lord to the (                                               )?”

But the people were thirsty for water there, and they (                                               ) Moses. They said, 

“Why did you bring us up out of Egypt to make us and our children and livestock 

(                                               ) of thirst?”

2. Share what Moses’ action was in the midst of grumbling people. (v.4)

3. Between people of Israel and Moses, what is your action like when you are forced into a situation 
 that you want to avoid? (vv.2-4)

4. With the revival just finished, we want to start living in the Word. What do we need to seek from Jesus 
 when we are put in a situation of grumbling, and no water? (v.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Ref: Jo 4:14, Jo 7:38-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