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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other gods 
Pastor Young-Ho Pak: Sunday, 5th June 2022

Today’s Bible Quote: 
Do not make any gods to be alongside me; do not make for yourselves gods of silver or 

gods of gold. Exodus 20:23 NIV  
It is easy to turn to other gods when we don’t… 
Trust in God’s                          
When the people saw that Moses was so long in coming down from the mountain, they 
gathered around Aaron and said, “Come, make us gods who will go before us. As for 
this fellow Moses who brought us up out of Egypt, we don’t know what has happened 
to him.” Exodus 32:1 NIV 

                   God’s Word 
3 “You shall have no other gods before me. 4 “You shall not make for yourself an image 
in the form of anything in heaven above or on the earth beneath or in the waters 
below. Exodus 20:3-4 NIV 

                   the Lord 
Aaron answered them, “Take off the gold earrings that your wives, your sons and your 
daughters are wearing, and bring them to me.” Exodus 32:2 NIV 
9  “I have seen these people,” the Lord said to Moses, “and they are a stiff-necked 
people. 10 Now leave me alone so that my anger may burn against them and that I may 
destroy them. Then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Exodus 32:9-10 NIV 

Use our                   for God’s glory  
3 So all the people took off their earrings and brought them to Aaron. 4a He took what 
they handed him and made it into an idol cast in the shape of a calf, fashioning it with a 
tool. Exodus 32:3-4a NIV 

                           God for who He is  
4b Then they said, “These are your gods, Israel, who brought you up out of Egypt.” 
5  When Aaron saw this, he built an altar in front of the calf and announced, 
“Tomorrow there will be a festival to the Lord.” 6 So the next day the people rose early 
and sacrificed burnt offerings and presented fellowship offerings. Afterward they sat 
down to eat and drink and got up to indulge in revelry. Exodus 32:4b-6 NIV 
6 The Lord passed in front of him and proclaimed: The Lord—the Lord is a 
compassionate and gracious God, slow to anger and abounding in faithful love and 
truth, 7  maintaining faithful love to a thousand generations, forgiving iniquity, 
rebellion, and sin. But he will not leave the guilty unpunished, bringing the 
consequences of the fathers’ iniquity on the children and grandchildren to the third 
and fourth generation. Exodus 34:6-7 CSB 
If we confess our sins, he is faithful and just and will forgive us our sins and purify us 
from all unrighteousness. 1 John 1:9 NIV  

오늘의 성경 말씀: 
너희는 나 외에는 어떤 다른 신도 만들지 말라. 너희를 위해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출애굽기 20:23 우리말성경  

우리가 다른 신들에게 의지하기 쉬운 때는... 

하나님의           을 신뢰하지 않을 때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아론 주위에 몰려들어 “자, 일어나서 
우리를 앞서서 갈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그 사람 모세가 어떻게 됐는
지 알 게 뭡니까?”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2:1 우리말성경 

하나님의 말씀에                    않을 때 

3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어떤 신도 없게 하여라. 4 너는 너 자신을 위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
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이나 무슨 형태로든 우상을 만들지 마라. 출애굽기 20:3-4 우리말성경 

주님을                     않을 때 

아론은 백성들에게 “너희 아내들과 너희 아들딸들이 차고 있는 금귀고리를 빼서 내게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32:2 우리말성경 

9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 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10 이
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 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 주겠다." 출애굽기 32:9-10 새번역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지 않을 때 

3 그러자 모든 백성들은 귀고리를 빼다가 아론에게 갖다 주었습니다. 4 아론은 백성들이 가져온 것
으로 송아지 모양의 틀에 붓고 연장으로 다듬어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출애굽기 32:3-4상 우리말
성경 

하나님께 합당한                             않을 때 

4하 그러자 그들은 “이스라엘아, 이것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너희 신이다”라고 말했습니
다. 5 아론이 이것을 보고 송아지 상 앞에 제단을 쌓고는 “내일은 여호와께 드리는 경축일이다”라
고 선언했습니다. 6 이튿날 백성들은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바쳤습니다. 그러고는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놀았습니다. 출애굽기 32:4하-6 우리말성경 

6 그리고 주께서 모세 앞으로 지나가면서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긍휼하고 은혜로운 하
나님, 오래 참고 선함과 진리가 풍성하며 7 수천 대에 걸쳐 긍휼을 베풀고 죄악과 범죄와 죄를 용서
하며 죄지은 자들을 징벌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가지 못하니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들과 그의 자손
들에게 3, 4대에 걸쳐 징벌한다.” 출애굽기 34:6-7 우리말성경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우신 분이시므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요한1서 1:9 우리말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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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on: 
5 For there is one God and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kind, the man Christ 
Jesus, 6  who gave himself as a ransom for all, a testimony at the proper time. 1 
Timothy 2:5-6 NIV 
“He himself bore our sins” in his body on the cross, so that we might die to sins and live 
for righteousness; “by his wounds you have been healed.” 1 Peter 2:24 NIV 
In the same way also he took the cup,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1 
Corinthians 11:25 ESV 

Discussion & Prayer Points: 
1. What is one of the most valuable things you’ve ever owned? 
2. What have been some of the idols in your life? 
3. Which sermon point felt most relevant to you? 
4. Read 1 John 1:9 and James 5:16 together and then spend time praying for one 

another. 

No other gods  
Pastor Young-Ho Pak: Sunday, 5th June 2022

성찬식: 
5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시다. 6 그분은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 주셨는데 이것은 적절한 때 주어진 증거다. 
디모데전서 2:5-6 우리말성경  
그분께서는 우리 죄를 당신 자신의 몸에 몸소 지시고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
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분께서 매를 맞아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
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24 새번역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
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고린도전서 11:25 새번역 

토론 & 기도제목: 
1. 당신이 지금까지 소유했던 것 중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 당신의 삶에서 어떤 우상이 있었습니까? 
3. 어떤 설교 포인트가 당신에게 가장 관련 있다고 느꼈습니까? 
4. 요한복음 1장 9절과 야고보서 5장 16절을 함께 읽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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