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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Delivered His People
Pastor Young-Ho Pak: Sunday, 1st May 2022

Today’s Bible Quote: 
Look,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John 1:29b NIV  

Why did God send the ten plagues? 
So that all may know that He is __________ of all 
2 God also said to Moses, “I am the LORD. 3 I appeared to Abraham, to Isaac and to 
Jacob as God Almighty, but by my name the LORD I did not make myself fully known to 
them. Exodus 6:2-3 NIV 
Then the LORD said to Moses, “Go to Pharaoh, for I have hardened his heart and the 
hearts of his officials so that I may perform these signs of mine among them 2 that you 
may tell y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how I dealt harshly with the Egyptians and 
how I performed my signs among them, and that you may know that I am the LORD.” 
Exodus 10:1-2 NIV 

What happens when God delivers people? 
God gives a new beginning, _______________, & _______________ 
2 “This month is to be for you the first month, the first month of your year. 3 Tell the 
whole community of Israel that on the tenth day of this month each man is to take a 
lamb for his family, one for each household.” Exodus 12:2-3 NIV 
“This day shall be for you a memorial day, and you shall keep it as a feast to the LORD; 
throughout your generations, as a statute forever, you shall keep it as a feast. Exodus 
12:14 ESV 
3 Then Moses said to the people, “Commemorate this day, the day you came out of 
Egypt, out of the land of slavery, because the LORD brought you out of it with a mighty 
hand. Eat nothing containing yeast. 8 On that day tell your son, ‘I do this because of 
what the LORD did for me when I came out of Egypt.’ 9 This observance will be for you 
like a sign on your hand and a reminder on your forehead that this law of the LORD is 
to be on your lips. For the LORD brought you out of Egypt with his mighty hand. 10 You 
must keep this ordinance at the appointed time year after year. Exodus 13:3,8-10 NIV 

Is the Passover meal still important for us today? 
__________, but now it is fulfilled by the __________  _______________ 
20 Eat nothing made with yeast. Wherever you live, you must eat unleavened bread.”21 
Then Moses summoned all the elders of Israel and said to them, “Go at once and select 
the animals for your families and slaughter the Passover lamb. 22 Take a bunch of 
hyssop, dip it into the blood in the basin and put some of the blood on the top and on 
both sides of the doorframe. None of you shall go out of the door of your house until 
morning. 23 When the LORD goes through the land to strike down the Egyptians, he 
will see the blood on the top and sides of the doorframe and will pass over that 
doorway, and he will not permit the destroyer to enter your houses and strike you 
down. Exodus 12:20-23 ESV

오늘의 성경 말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

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29b 개역개정 

왜 하나님은 10개의 재앙을 보내셨나요? 
모든 사람들이 그가 모든 사람들의 _____ 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2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3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출애굽기 
6:2-3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
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2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
리라 출애굽기 10:1-2 

하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요?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 __________그리고 _______________을 주신다 
2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3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
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
되 출애굽기 12:2-3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2:14 
3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 곧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 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8 너는 그 날에 네 아들
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
암음이라 하고 9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10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
례를 지킬지니라 출애굽기 13:3,8-10 

유월절 음식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가요? 
_____, 그러나 이제 _______________으로 완성 되었습니다 
20 너희는 아무 유교물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 모든 유하는 곳에서 무교병을 먹을지니라 21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22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23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
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출애굽기 12: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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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 Picture Question & Answer: 
Does God keep His promises? Yes, God always keeps His promises because He is 
faithful. 

Quiz: 
1. Pharaoh's magicians could duplicate the first two plagues, but from the third 

plague on, they could not reproduce them. True or False 
2. Many of the plagues showed the power of the Egyptian gods. True or False 
3. Moses tossed soot into the air to start the sixth plague. What did the soot cause? 

a. Gnats 
b. Darkness 
c. Boils 
d. Sand storm 

Christ Connection: 
By His grace, God spared the Israelites from judgment by requiring the blood of a lamb. 
Jesus is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His death was the 
ultimate sacrifice, and those who trust in Jesus are under His saving blood and will be 
passed over in the final judgment. 

Communion: 
22 While they were eating, Jesus took bread,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broke it 
and gave it to his disciples, saying, “Take it; this is my body.” 
23 Then he took a cup, and when he had given thanks, he gave it to them, and they all 
drank from it. 24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he 
said to them. 25 “Truly I tell you, I will not drink again from the fruit of the vine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new in the kingdom of God.” Mark 14:22-25 NIV 

Discussion & Prayer Points: 
1. Which of the ten plagues stand out to you the most? 
2. What have you witnessed God do that showed you that He is LORD of all? 
3. What was the Lord putting on your heart through this part of the Exodus story? 
4.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remembering and participating? How does the 

Passover meal and the Lord’s Supper help us participate in what God did for us? 
5. Share praise reports and prayer requests. Praise God in prayer together for what He 

has done and “in everything by prayer and supplication with thanksgiving let your 
requests be made known to God.”

God Delivered His People 
Pastor Young-Ho Pak: Sunday, 1st May 2022

전반적인 질문 & 대답: 
하나님은 그의 약속을 지키십니까? 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에 약속을 지키십니다. 

퀴즈: 
1. 파라호의 마법사들은 그 첫번째 두 재앙들을 따라할 수 있었지만 세번째 재앙 부터는 그들은 따
라할 수 없었습니다. 참 또는 거짓 

2. 많은 재앙들은 이집트 신들의 힘을 나타냈습니다. 참 또는 거짓 

3. 모세는 여섯번째 재앙을 시작하기 위해 그을음을 공중으로 던졌습니다. 그을음은 무슨 결과를 
낳았나요? 

a. 곤충 
b. 어둠 
c. 부스럼 
d. 모래폭풍 

크라이스트 커넥션: 
그분의 은혜로, 예수님의 피를 요구함으로서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
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난미의 어린 양이시고 세상의 죄를 감당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궁극적인 
희생이셨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의 구원의 피에 속하고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됩니다. 

성찬식: 
22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23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24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25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
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22-25 

토의 & 기도제목: 
1. 10개의 재앙중 어떤 것이 당신에게 가장 강하게 기억되나요? 

2. 하나님이 모두의 주 이신것을 당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어떻게 당신은 증거하나요? 

3. 이 출애굽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당신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4. 기억하는 것과 참여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어떻게 유월절 음식과 성찬식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일에 참여하게 도와 주나요? 

5. 찬양리포트와 기도제목을 나누세요. 하나님이 하신일에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세요. 그리고 모
든 것에서 감사와 함께 애청과 기도로,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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