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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 뒤의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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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T칼럼 2022.1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
다사다난했던 2021년이 지나고 드디어 2022년 새해 새아침이 밝았습니
다. 새해 새아침은 희망찬 미래를 꿈꾸는 것이어야 하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처한 현실이 너무 암담합니다. 전세계가 코로나19라는 끔찍한 글로
벌 팬데믹으로 2년이 넘도록 고통받고 있습니다. 교육도 여행도 장사도 다
막혀 버린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경기와 심리적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누구도 이 상황이 이렇게 오래 갈 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예배와 여러 훈련과 교제 모임에 제한을 받은 한국교회가 겪고 있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올해 우리 교회 표어를 “새로
운 꿈을 꾸게 하소서”로 정했습니다. 별은 항상 있는데 밤에만 보이듯이, 꿈
꿀 수 없을만큼 어려운 현실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꾸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신이 태어난 환경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그 트라우마에 걸려서 삽니다.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러운 자신의 가족 환경을 놓고 어떻게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꿈은 꼭 화려하고 좋은 곳에서 잉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
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에 보면 친자매지간이었던 레아와 라헬이 남편
의 사랑을 얻기 위해 자식을 낳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경쟁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하녀를 씨받이로 쓰기도 하고, 불임치료제인 합환채를 가지고 서로 거래하기도 하며 충동적인
분노와 질투를 노골적으로 표현하기도 하는 등 마치 TV 막장드라마 보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런데 그런 복잡하고 추한 가족 환경 속에서 태어난 열두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시조가 되게 하십니다. 쓰레기통 같은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비전의 모
판이 돼버린 것입니다. 냄새나는 거름이 뿌려진 밭이 훗날 향기로운 꽃밭이 되고 열매가 풍성한
추수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어려운 현실을 보고 모든 것을
절망적이라고 판단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방법으로 “모든 것이 합
력하여 선을 이루시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끔찍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하나님 중심으로 집중하게끔 정리하십니다.
1871년 10월에 시카고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당시 시카고의 대부분의 주택과 창고와 다리와 배
들은 모두 나무로 만들어져 있었는데, 이것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며칠 만에 온 도시가 잿더
미가 되고 말았습니다. 미국 역사상 3대 재앙으로 불리는 이 대화재로 인해 3백 명이 넘는 사람
이 사망했고, 수많은 사람이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끔찍한 재앙 가운데서도 놀라운 꿈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D.L. 무디라는
전도자는 이 일을 계기로 다른 모든 사역들을 정리하고 오직 영혼 구원에만 전력하기로 결심합니
다. 그 결과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금세기 최고의 전도자 무디가 탄생
하게 됩니다. 그뿐이 아니라 데이비드 C 쿡이라는 사람은 이 화재로 집을 잃고 방황하는 수많은
거리의 고아들을 제대로 교육시키기 위한 주일학교 교재를 만들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도
미국 주일학교 최고의 교재로 발전하게 됩니다.
요즘처럼 다들 생존이 절박한 상황에서 꿈을 꾼다는 것은 사치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시카고 대
화재 뒤의 D.L. 무디와 데이비드 C 쿡처럼 이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
시는 새로운 꿈을 꾸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꿈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땅만 바라보고 있는 자는 결코 꿈꿀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자만이 이 암울한 시
대에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새 꿈을 꾸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새로운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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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2022
JANUARY

1 토

[신정] 내

2 주일

[‘뷰티풀 광야’시리즈 3]

3 월

애굽 땅 VS 고센 땅 (출 9:1-12)

4 화

[D-2] 화해의 돌기둥 (창 31:43-47)

5 수

[D-3] 미스바 서약 (창 31:48-55)

6 목

[D-4]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창 32:1-8)

7 금

[D-5] 에서를 두려워하는 야곱 (창 32:9-23)

8 토

[D-6] 얍복 강가의 씨름 (창 32:24-26)

9 주일

[‘뷰티풀 광야’시리즈 4]

를 통해
‘새로운 QT’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욜 2:28-32)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신 11:8-17)

묵상(경건의 시간, QT)이란?
QT는 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2)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3)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원망하지 말고 승리하라 (출 16:1-12 & 17:1-7)

10 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삿 7:7-15)

11 화

[D-7]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리라 (창 32:27-32)

12 수

[D-8] 형제의 감격적인 해후 (창 33:1-7)

13 목

[D-9] 에서와 화해하는 야곱 (창 33:8-16)

14 금

[D-10] 반쪽짜리 순종이 가져온 위기 (창 33:17-20 & 34:1-5)

15 토

[D-11] 벧엘로 돌아가라 (창 35:1-4)

16 주일

[‘뷰티풀 광야’시리즈 5]

17 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벧전 2:1-10)

18 화

[D-12] 위기 뒤의 축복 (창 35:5-15)

19 수

[D-13]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다 (창 37:1-4)

20 목

[D-14] 요셉의 꿈 (창 37:5-11)

21 금

[D-15]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다 (창 37:12-22)

22 토

[D-16] 야곱의 통곡 (창 37:23-36)

23 주일

[‘뷰티풀 광야’시리즈 6] 광야길의 동행가이드: 구름기둥 불기둥 (민 9:15-23 & 출 40:34-38)

24 월

불말과 불병거 (왕하 6:16-20)

25 화

[D-17]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창 37:36 & 39:1-2)

26 수

[D-18] 고난 가운데 주신 형통의 축복 (창 39:3-6)

27 목

[D-19] 억울한 누명을 쓰다 (창 39:6-20)

28 금

[D-20]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다 (창 39:21-23)

29 토

[D-21] 두 관원장의 꿈 (창 40:1-8)

30 주일

[‘뷰티풀 광야’시리즈 7]

31 월

[설연휴] 너희가

시내산 (출 19:1-6 & 요일 5:2-3)

선택의 광야 (신 1:19-46)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수 24:14-18)

| 찬양과 기도 |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
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
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
본문 말씀을 2~3회 정도 읽은 후, 특별히 마음에 와 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서 왜 내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를 기울이십시오. 또한 묵상(Medi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 적용하기 |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혹은 격
려,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인도 등 다양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오늘 내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적용하고 기록하십시오.
| 기도하기 |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구하며 하나님께 하루를 맡겨 드리는
기도를 드립니다.
| 나눔 |
QT를 통해 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변화된 나의 삶을 순예배에서 순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또한 순예배 가이드를 참고해서 교재로 순예배를 드리고 나누십시오.

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 중보기도란?

4.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1)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외 모든 위정자와 정부 기관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섬김의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과 이웃, 사회와 나라,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
도에 포함됩니다.

2) 이 나라에 건전한 경제 질서의 기반이 세워지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정직과 나눔, 청지기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3)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여 주시고, 해당 부서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4) 인터넷, 신문, 방송, TV, 잡지 등 모든 언론 매체가 진실에 기반을 두도록

* 중보기도의 순서

		 기도합니다.

1. 회개
자신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님께 시간을 드리고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습니다.
2. 개인과 가정을 위하여
1) 배우자와 자녀들의 영적성장과 건강, 비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2) 불신자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3. 교회와 선교를 위하여
1)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순장, 임직자 및 각 사역 팀장님들 위에 말씀과 기도의

5)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경험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6) 부부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 순예배시
* 순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1) 지난주 순 기도 제목 가운데 응답을 받은 내용들에 대해 나누고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2) 새로운 기도의 제목들을 빈 칸에 적고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 교회를 위한 중보기도를 할 때
1) 선교와 사회참여에 관련해 요청된 기도제목들을 놓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2) 우리 교회 내 다양한 사역부서들 가운데 매주 부서별로 올라온 기도제목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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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욜 2:28-32)

28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
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31

The sun will be turned to darkness and the moon to
blood before the coming of the great and dreadful day
of the LORD.

'And afterward, I will pour out my Spirit on all people.
Your sons and daughters will prophesy, your old men
will dream dreams, your young men will see visions.

32
29

그 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Even on my servants, both men and women, I will
pour out my Spirit in those days.

30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
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 같이 변하려니와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
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
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And everyone who calls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for on Mount Zion and in Jerusalem there
will be deliverance, as the LORD has said, among the
survivors whom the LORD calls.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
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I will show wonders in the heavens and on the earth,
blood and fire and billows of smoke.

8_새로운 큐티

2022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 Dream a New Dream

_9

JAN
주일

02

[‘뷰티풀 광야’시리즈 3]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신 11:8-17)

8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
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13

Observe therefore all the commands I am giving you
today, so that you may have the strength to go in and take
over the land that you are crossing the Jordan to possess,
9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
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
이 장구하리라

So if you faithfully obey the commands I am giving you
today--to love the LORD your God and to serve him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14

15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
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
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The land you are entering to take over is not like the land of
Egypt, from which you have come, where you planted your
seed and irrigated it by foot as in a vegetable garden.

11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
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But the land you are crossing the Jordan to take
possession of is a land of mountains and valleys that
drinks rain from heaven.

1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
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
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then I will send rain on your land in its season, both
autumn and spring rains, so that you may gather in your
grain, new wine and oil.

and so that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that the LORD
swore to your forefathers to give to them and their
descendants, a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10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
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
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I will provide grass in the fields for your cattle, and you will
eat and be satisfied.

16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
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게 절하므로
Be careful, or you will be enticed to turn away and worship
other gods and bow down to them.

17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
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
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Then the LORD'S anger will burn against you, and he will
shut the heavens so that it will not rain and the ground will
yield no produce, and you will soon perish from the good
land the LORD is giving you.

It is a land the LORD your God cares for; the eyes of the
LORD your God are continually on it from the beginning of
the year to its end.
10_새로운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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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굽 땅 VS 고센 땅
(출 9:1-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
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7

2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
두면

8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
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3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9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10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
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1

4

12_새로운 큐티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
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
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
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
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
하니라

5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
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
시더니

11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
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
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6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
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
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12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
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
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
더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022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 Dream a New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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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의 돌기둥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창 31:43-47)

D-2/40
43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 떼는 내 양
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46

47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Come now, let's make a covenant, you and I, and let it
serve as a witness between us."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He said to his relatives, "Gather some stones." So
they took stones and piled them in a heap, and they
ate there by the heap.

Laban answered Jacob, "The women are my
daughters, the children are my children, and the
flocks are my flocks. All you see is mine. Yet what can
I do today about these daughters of mine, or about
the children they have borne?

44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고 야곱
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니
Laban called it Jegar Sahadutha, and Jacob called it
Galeed.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45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So Jacob took a stone and set it up as a pillar.

14_새로운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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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스바 서약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창 31:48-55)

D-3/40
48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
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52

Laban said, "This heap is a witness between you and
me today." That is why it was called Galeed.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
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
할 것이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This heap is a witness, and this pillar is a witness, that
I will not go past this heap to your side to harm you
and that you will not go past this heap and pillar to my
side to harm me.
49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
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나
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It was also called Mizpah, because he said, "May the
LORD keep watch between you and me when we are
away from each other.

50

만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
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53

May the God of Abraham and the God of Nahor, the
God of their father, judge between us." So Jacob took
an oath in the name of the Fear of his father Isaac.

적용 Application
54

If you mistreat my daughters or if you take any wives
besides my daughters, even though no one is with us,
remember that God is a witness between you and me."

51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Laban also said to Jacob, "Here is this heap, and here
is this pillar I have set up between you and me.

16_새로운 큐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
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
소서 하매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
외하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
서 밤을 지내고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He offered a sacrifice there in the hill country and
invited his relatives to a meal. After they had eaten,
they spent the night there.

55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
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Early the next morning Laban kissed his
grandchildren and his daughters and blessed them.
Then he left and returned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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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창 32:1-8)

D-4/40
1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5

Jacob also went on his way, and the angels of God
met him.

2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
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내게 소와 나귀와 양 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I have cattle and donkeys, sheep and goats, menservants
and maidservants. Now I am sending this message to
my lord, that I may find favor in your eyes.'"

6

When Jacob saw them, he said, "This is the camp of
God!" So he named that place Mahanaim.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
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백 명을 거
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When the messengers returned to Jacob, they said,
"We went to your brother Esau, and now he is coming
to meet you, and four hundred men are with him."

3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Jacob sent messengers ahead of him to his brother
Esau in the land of Seir, the country of Edom.

적용 Application
7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In great fear and distress Jacob divided the people
who were with him into two groups, and the flocks
and herds and camels as well.
4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
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
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He instructed them: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my
master Esau: 'Your servant Jacob says, I have been
staying with Laban and have remained there till now.

18_새로운 큐티

8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
는 피하리라 하고
He thought, "If Esau comes and attacks one group,
the group that is left may e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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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를 두려워하는 야곱
(창 32:9-23)

D-5/40
9

10

11

12

20_새로운 큐티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
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
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
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
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
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
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
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17

18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19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
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
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20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
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
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
혜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
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3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14

암염소가 이백이요 숫염소가 이십이요 암
양이 이백이요 숫양이 이십이요

15

젖 나는 낙타 삼십과 그 새끼요 암소가 사
십이요 황소가 열이요 암나귀가 이십이요
그 새끼 나귀가 열이라

16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
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
너가서 각 떼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의 것은 누
구의 것이냐 하거든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 Application
21

그 예물은 그에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
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22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한 아
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를 건널새

23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
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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얍복 강가의 씨름
(창 32:24-26)

D-6/40
24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So Jacob was left alone, and a man wrestled with him
till daybreak.

25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When the man saw that he could not overpower him,
he touched the socket of Jacob's hip so that his hip
was wrenched as he wrestled with the man.

22_새로운 큐티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26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
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Then the man said, "Let me go, for it is daybreak." But
Jacob replied, "I will not let you go unless you bless
me."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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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풀 광야’시리즈 4]

원망하지 말고 승리하라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출 16:1-12 & 17:1-7)

(출 16:1-12)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
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십오일이라
The whole Israelite community set out from Elim and came to the
Desert of Sin, which is between Elim and Sinai, on the fifteenth
day of the second month after they had come out of Egypt.

2

6

So Moses and Aaron said to all the Israelites, "In the evening you
will know that it was the LORD who brought you out of Egypt,
7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
와 아론을 원망하여
In the desert the whole community grumbled against
Moses and Aaron.

3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
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
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
도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
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Then the LORD said to Moses, "I will rain down bread from
heaven for you. The people are to go out each day and gather
enough for that day. In this way I will test them and see whether
they will follow my instructions.

5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
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On the sixth day they are to prepare what they bring in, and that is
to be twice as much as they gather on the other days."

24_새로운 큐티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
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
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and in the morning you will see the glory of the LORD, because
he has heard your grumbling against him. Who are we, that you
should grumble against us?"

8

The Israelites said to them, "If only we had died by the LORD'S
hand in Egypt! There we sat around pots of meat and ate all the
food we wanted, but you have brought us out into this desert to
starve this entire assembly to death."
4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
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
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
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
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Moses also said, "You will know that it was the LORD when he gives
you meat to eat in the evening and all the bread you want in the
morning, because he has heard your grumbling against him. Who
are we? You are not grumbling against us, but against the LORD."

9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
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
셨느니라 하라
Then Moses told Aaron, "Say to the entire Israelite community,
'Come before the LORD, for he has heard your grumbling.'"

10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
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
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While Aaron was speaking to the whole Israelite community, they
looked toward the desert, and there was the glory of the LORD
appearing in the 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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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

The LORD said to Moses,
12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
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Then Moses cried out to the LORD, "What am I to do with these
people? They are almost ready to stone me."
5

"I have heard the grumbling of the Israelites. Tell them, 'At twilight
you will eat meat, and in the morning you will be filled with bread.
Then you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your God.'"

(출 17:1-7)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
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
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
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So they quarreled with Moses and said, "Give us water to drink."
Moses replied, "Why do you quarrel with me? Why do you put the
LORD to the test?"

3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
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The LORD answered Moses, "Walk on ahead of the people. Take
with you some of the elders of Israel and take in your hand the
staff with which you struck the Nile, and go.

6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
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I will stand there before you by the rock at Horeb. Strike the rock,
and water will come out of it for the people to drink." So Moses
did this in the sight of the elders of Israel.

The whole Israelite community set out from the Desert of Sin,
traveling from place to place as the LORD commanded. They
camped at Rephidim, but there was no water for the people to drink.
2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
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7

그가 그 곳 이름을 맛사 또는 므리바라 불
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
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
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
가 하였음이더라
And he called the place Massah and Meribah because the
Israelites quarreled and because they tested the LORD saying, "Is
the LORD among us or not?"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
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
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But the people were thirsty for water there, and they grumbled
against Moses. They said, "Why did you bring us up out of Egypt to
make us and our children and livestock die of th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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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주신 승리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삿 7:7-15)

7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삼백 명으로 너희를 구원
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 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
라 하시니

12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삼백 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
운데에 있었더라

13

So Gideon sent the rest of the Israelites to their tents but
kept the three hundred, who took over the provisions and
trumpets of the others. Now the camp of Midian lay below
him in the valley.
9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네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14

만일 네가 내려가기를 두려워하거든 네 부
하 부라와 함께 그 진영으로 내려가서
15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라 그 후에 네 손이
강하여져서 그 진영으로 내려가리라 하시
니 기드온이 이에 그의 부하 부라와 함께
군대가 있는 진영 근처로 내려간즉
and listen to what they are saying. Afterward, you will be
encouraged to attack the camp." So he and Purah his
servant went down to the outposts of the c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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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드온이 그 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
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
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 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
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
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
더라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His friend responded, "This can be nothing other than the
sword of Gideon son of Joash, the Israelite. God has given
the Midianites and the whole camp into his hands."

If you are afraid to attack, go down to the camp with your
servant Purah
11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Gideon arrived just as a man was telling a friend his dream.
"I had a dream," he was saying. "A round loaf of barley bread
came tumbling into the Midianite camp. It struck the tent
with such force that the tent overturned and collapsed."

During that night the LORD said to Gideon, "Get up, go down
against the camp, because I am going to give it into your hands.
10

묵상 Meditation

The Midianites, the Amalekites and all the other eastern
peoples had settled in the valley, thick as locusts. Their
camels could no more be counted than the sand on the
seashore.

The LORD said to Gideon, "With the three hundred men that
lapped I will save you and give the Midianites into your hands.
Let all the other men go, each to his own place."
8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
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의 모래
가 많음 같은지라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
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
영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When Gideon heard the dream and its interpretation, he
worshiped God. He returned to the camp of Israel and called
out, "Get up! The LORD has given the Midianite camp into
your h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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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되리라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창 32:27-32)

D-7/40
27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
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30

The man asked him, "What is your name?" "Jacob,"
he answered.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
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
이더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So Jacob called the place Peniel, saying, "It is because
I saw God face to face, and yet my life was spared."

28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
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어 이겼음이니라

31

Then the man said, "Your name will no longer be
Jacob, but Israel, because you have struggled with
God and with men and have overcome."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The sun rose above him as he passed Peniel, and he
was limping because of his hip.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9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
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
지라
Jacob said, "Please tell me your name." But he
replied, "Why do you ask my name?" Then he blessed
him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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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
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
을 먹지 아니하더라
Therefore to this day the Israelites do not eat the
tendon attached to the socket of the hip, because the
socket of Jacob's hip was touched near the tend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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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화요일

형제의 감격적인 해후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창 33:1-7)

D-8/40
1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 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
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5

Jacob looked up and there was Esau, coming with his
four hundred men; so he divided the children among
Leah, Rachel and the two maidservants.

2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
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
셉은 뒤에 두고

6

He himself went on ahead and bowed down to the
ground seven times as he approached his brother.

4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때에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Then the maidservants and their children approached
and bowed down.

7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일곱
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묵상 Meditation

Then Esau looked up and saw the women and
children. "Who are these with you?" he asked. Jacob
answered, "They are the children God has graciously
given your servant."

He put the maidservants and their children in front,
Leah and her children next, and Rachel and Joseph
in the rear.

3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
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Next, Leah and her children came and bowed down.
Last of all came Joseph and Rachel, and they too
bowed down.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But Esau ran to meet Jacob and embraced him; he
threw his arms around his neck and kissed him. And
they w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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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화요일

에서와 화해하는 야곱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창 33:8-16)

D-9/40
8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떼
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13

Esau asked, "What do you mean by all these droves I
met?" "To find favor in your eyes, my lord," he said.

9

10

11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
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받으
니라
Please accept the present that was brought to you, for
God has been gracious to me and I have all I need."
And because Jacob insisted, Esau accepted it.

12

14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
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
님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No, please!" said Jacob.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accept this gift from me. For to see your face is
like seeing the face of God, now that you have received
me favorably.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But Jacob said to him, "My lord knows that the
children are tender and that I must care for the ewes
and cows that are nursing their young. If they are
driven hard just one day, all the animals will die.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But Esau said, "I already have plenty, my brother.
Keep what you have for yourself."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 떼와 소
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
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
아가리이다
So let my lord go on ahead of his servant, while I move
along slowly at the pace of the droves before me and
that of the children, until I come to my lord in Seir."

15

에서가 이르되 내가 내 종 몇 사람을 네게
머물게 하리라 야곱이 이르되 어찌하여 그
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
소서 하매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sau said, "Then let me leave some of my men with
you." "But why do that?" Jacob asked. "Just let me
find favor in the eyes of my lord."

16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So that day Esau started on his way back to Seir.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Then Esau said, "Let us be on our way; I'll accompany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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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화요일

반쪽짜리 순종이 가져온 위기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창 33:17-20 & 34:1-5)

(창 33:17-20)
17

야곱은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
므로 그 땅 이름을 숙곳이라 부르더라

D-10/40
(창 34:1-5)
1

2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
을 치고
After Jacob came from Paddan Aram, he arrived
safely at the city of Shechem in Canaan and camped
within sight of the city.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Now Dinah, the daughter Leah had borne to Jacob,
went out to visit the women of the land.

Jacob, however, went to Succoth, where he built a
place for himself and made shelters for his livestock.
That is why the place is called Succoth.

18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
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When Shechem son of Hamor the Hivite, the ruler of
that area, saw her, he took her and violated her.

3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
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
로 위로하고
His heart was drawn to Dinah daughter of Jacob, and
he loved the girl and spoke tenderly to her.
적용 Application

19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
의 아들들의 손에서 백 크시타에 샀으며

4

For a hundred pieces of silver, he bought from the
sons of Hamor, the father of Shechem, the plot of
ground where he pitched his tent.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
스라엘이라 불렀더라
There he set up an altar and called it El Elohe Israel.

36_새로운 큐티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And Shechem said to his father Hamor, "Get me this
girl as my wife."

5

20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
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하
므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When Jacob heard that his daughter Dinah had been
defiled, his sons were in the fields with his livestock;
so he kept quiet about it until they came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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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화요일

벧엘로 돌아가라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창 35:1-4)

D-11/40
1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벧엘
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
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
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
신지라

3

야곱이 이에 자기 집과 사람과 자기와 함
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
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So Jacob said to his household and to all who were
with him, "Get rid of the foreign gods you have with
you, and purify yourselves and change your clothes.

38_새로운 큐티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Then come, let us go up to Bethel, where I will build an
altar to God, who answered me in the day of my distress
and who has been with me wherever I have gone."

Then God said to Jacob, "Go up to Bethel and settle
there, and build an altar there to God, who appeared to
you when you were fleeing from your brother Esau."

2

우리가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4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
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
리나무 아래에 묻고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o they gave Jacob all the foreign gods they had and
the rings in their ears, and Jacob buried them under
the oak at Shec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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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풀 광야’시리즈 5]

시내산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출 19:1-6 & 요일 5:2-3)
(출 19:1-6)
1

5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삼 개
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In the third month after the Israelites left Egypt--on
the very day--they came to the Desert of Sinai.

2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Now if you obey me fully and keep my covenant, then
out of all nations you will be my treasured possession.
Although the whole earth is mine,

6

After they set out from Rephidim, they entered the
Desert of Sinai, and Israel camped there in the desert
in front of the mountain.

3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
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
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You yourselves have seen what I did to Egypt, and how I
carried you on eagles' wings and brought you to myself.

40_새로운 큐티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
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you will be for me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 These are the words you are to speak to the
Israelites."

(요일 5:2-3)
2

Then Moses went up to God, and the LORD called to
him from the mountain and said,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the house of Jacob and what you are to
tell the people of Israel:

4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
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This is how we know that we love the children of God:
by loving God and carrying out his commands.

3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
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This is love for God: to obey his commands. And his
commands are not burden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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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벧전 2:1-10)

1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7

Therefore, rid yourselves of all malice and all deceit,
hypocrisy, envy, and slander of every kind.
2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
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8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
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
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 돌이신 예
수께 나아가

9

As you come to him, the living Stone--rejected by
men but chosen by God and precious to him-5

6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
로운 모퉁잇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
으니

또한 부딪치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
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
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
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belonging to God,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너희도 산 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
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
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you also, like living stones, are being built into a spiritual
house to be a holy priesthood, offering spiritual
sacrifices acceptable to God through Jesus Christ.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and, "A stone that causes men to stumble and a rock
that makes them fall." They stumble because they
disobey the message--which is also what they were
destined for.

now that you have tasted that the Lord is good.
4

묵상 Meditation

Now to you who believe, this stone is precious. But
to those who do not believe, "The stone the builders
rejected has become the capstone,"

Like newborn babies, crave pure spiritual milk, so
that by it you may grow up in your salvation,
3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10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
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
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Once you were not a people, but now you are the
people of God; once you had not received mercy, but
now you have received mercy.

For in Scripture it says: "See, I lay a stone in Zion, a
chosen and precious cornerstone, and the one who
trusts in him will never be put to sh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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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화요일

위기 뒤의 축복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창 35:5-15)

D-12/40
5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
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
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11

Then they set out, and the terror of God fell upon the
towns all around them so that no one pursued them.
6

7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벧엘
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
이더라
There he built an altar, and he called the place El
Bethel, because it was there that God revealed
himself to him when he was fleeing from his brother.

8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매 그를 벧엘
아래에 있는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12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
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After Jacob returned from Paddan Aram, God
appeared to him again and blessed him.

10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The land I gave to Abraham and Isaac I also give to you,
and I will give this land to your descendants after you."

13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
나 올라가시는지라
Then God went up from him at the place where he
had talked with him.

14

Now Deborah, Rebekah's nurse, died and was buried
undertheoakbelowBethel.SoitwasnamedAllonBacuth.
9

묵상 Meditation

And God said to him, "I am God Almighty; be fruitful
and increase in number. A nation and a community of
nations will come from you, and kings will come from
your body.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벧엘에 이르고
Jacob and all the people with him came to Luz (that
is, Bethel) in the land of Canaan.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
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
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
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Jacob set up a stone pillar at the place where God had
talked with him, and he poured out a drink offering on
it; he also poured oil on it.

15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벧엘이라 불렀더라
Jacob called the place where God had talked with him Bethel.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
이지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
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
르시고
God said to him, "Your name is Jacob, but you will no
longer be called Jacob; your name will be Israel." So
he named him Isra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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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화요일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다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창 37:1-4)

D-13/40
1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
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3

Jacob lived in the land where his father had stayed,
the land of Canaan.

2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십칠 세
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
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This is the account of Jacob. Joseph, a young man of
seventeen, was tending the flocks with his brothers, the
sons of Bilhah and the sons of Zilpah, his father's wives,
and he brought their father a bad report about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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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
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Now Israel loved Joseph more than any of his other
sons, because he had been born to him in his old age;
and he made a richly ornamented robe for him.

4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
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
게 말할 수 없었더라
When his brothers saw that their father loved him
more than any of them, they hated him and could not
speak a kind word to him.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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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화요일

요셉의 꿈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창 37:5-11)

D-14/40
5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9

Joseph had a dream, and when he told it to his
brothers, they hated him all the more.

6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Then he had another dream, and he told it to his
brothers. "Listen," he said, "I had another dream, and
this time the sun and moon and eleven stars were
bowing down to me."

10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1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
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
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
겠느냐
When he told his father as well as his brothers, his
father rebuked him and said, "What is this dream you
had? Will your mother and I and your brothers actually
come and bow down to the ground before you?"

We were binding sheaves of grain out in the field
when suddenly my sheaf rose and stood upright,
while your sheaves gathered around mine and bowed
down to it."

8

묵상 Meditation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He said to them, "Listen to this dream I had:

7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
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His brothers were jealous of him, but his father kept
the matter in mind.

His brothers said to him, "Do you intend to reign over
us? Will you actually rule us?" And they hated him all
the more because of his dream and what he had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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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화요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다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창 37:12-22)

D-15/40
12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 떼
를 칠 때에

18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
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
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
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19

Now his brothers had gone to graze their father's flocks
near Shechem,
13

But they saw him in the distance, and before he reached
them, they plotted to kill him.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 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
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20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
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a man found him wandering around in the fields and asked
him, "What are you looking for?"
16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
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서로 이르되 꿈 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
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Come now, let's kill him and throw him into one of these
cisterns and say that a ferocious animal devoured him. Then
we'll see what comes of his dreams."
21

So he said to him, "Go and see if all is well with your brothers and
with the flocks, and bring word back to me." Then he sent him
off from the Valley of Hebron. When Joseph arrived at Shechem,

15

묵상 Meditation

"Here comes that dreamer!" they said to each other.

and Israel said to Joseph, "As you know, your brothers are
grazing the flocks near Shechem. Come, I am going to send
you to them." "Very well," he replied.
14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
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
치지 말자

When Reuben heard this, he tried to rescue him from their
hands. "Let's not take his life," he said.
22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Don't shed any blood. Throw him into this cistern here in
the desert, but don't lay a hand on him." Reuben said this to
rescue him from them and take him back to his father.

He replied, "I'm looking for my brothers. Can you tell me
where they are grazing their flocks?"
17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
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
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
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They have moved on from here," the man answered. "I
heard them say, 'Let's go to Dothan.'" So Joseph went after
his brothers and found them near Do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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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화요일

야곱의 통곡
(창 37:23-36)

D-16/40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
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30

24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31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염소를 죽
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25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르앗에
서 오는데 그 낙타들에 향품과 유향과 몰
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32

그의 채색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
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
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33
26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
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
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34
27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
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
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23

2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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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그 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
올리고 은 이십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
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
으로 갔더라

아우들에게로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35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
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36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르우벤이 돌아와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
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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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풀 광야’시리즈 6]

광야길의 동행가이드: 구름기둥 불기둥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민 9:15-23 & 출 40:34-38)
(민 9:15-23)
15

20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
으되

Sometimes the cloud was over the tabernacle only
a few days; at the LORD'S command they would
encamp, and then at his command they would set out.

On the day the tabernacle, the Tent of the Testimony,
was set up, the cloud covered it. From evening till
morning the cloud above the tabernacle looked like fire.
21
16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
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That is how it continued to be; the cloud covered it,
and at night it looked like fire.

17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
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Whenever the cloud lifted from above the Tent, the
Israelites set out; wherever the cloud settled, the
Israelites encamped.

18

19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
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When the cloud remained over the tabernacle a long
time, the Israelites obeyed the LORD'S order and did
not set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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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
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
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Sometimes the cloud stayed only from evening till
morning, and when it lifted in the morning, they set
out. Whether by day or by night, whenever the cloud
lifted, they set out.

22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일 년이든지 구름
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
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
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Whether the cloud stayed over the tabernacle for two
days or a month or a year, the Israelites would remain
in camp and not set out; but when it lifted, they would
set out.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
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
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
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At the LORD'S command the Israelites set out, and at
his command they encamped. As long as the cloud
stayed over the tabernacle, they remained in camp.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
하였으며

23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
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
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At the LORD'S command they encamped, and at
the LORD'S command they set out. They obeyed
the LORD'S order, in accordance with his command
through M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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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출 40:34-38)
34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
막에 충만하매
Then the cloud covered the Tent of Meeting, and the
glory of the LORD filled the tabernacle.

35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Moses could not enter the Tent of Meeting because
the cloud had settled upon it, and the glory of the LORD
filled the tabernacle.

36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
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In all the travels of the Israelites, whenever the cloud
lifted from above the tabernacle, they would set out;

37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
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but if the cloud did not lift, they did not set out--until the
day it lifted.

38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
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So the cloud of the LORD was over the tabernacle by
day, and fire was in the cloud by night, in the sight of all
the house of Israel during all their travels.

56_새로운 큐티

2022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 Dream a New Dream

_57

JAN
월요일

24

불말과 불병거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왕하 6:16-20)

16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19

"Don't be afraid," the prophet answered. "Those who
are with us are more than those who are with them."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
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
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Elisha told them, "This is not the road and this is not
the city. Follow me, and I will lead you to the man you
are looking for." And he led them to Samaria.

17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
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
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
더라
And Elisha prayed, "O LORD, open his eyes so he may
see." Then the LORD opened the servant's eyes, and
he looked and saw the hills full of horses and chariots
of fire all around Elisha.

20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
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시
매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에 있더라
After they entered the city, Elisha said, "LORD, open
the eyes of these men so they can see." Then the
LORD opened their eyes and they looked, and there
they were, inside Samaria.

18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
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
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As the enemy came down toward him, Elisha prayed
to the LORD, "Strike these people with blindness." So
he struck them with blindness, as Elisha had as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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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1
25

JAN

화요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창 37:36 & 39:1-2)

D-17/40

(창 37:36)
36

그 미디안 사람들은 그를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더라

(창 39:1-2)
1

Meanwhile, the Midianites sold Joseph in Egypt to Potiphar,
oneofPharaoh'sofficials,thecaptainoftheguard.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
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
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
을 사니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Now Joseph had been taken down to Egypt. Potiphar,
an Egyptian who was one of Pharaoh's officials, the
captain of the guard, bought him from the Ishmaelites
who had taken him there.

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
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
에 있으니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he prospered, and
he lived in the house of his Egyptian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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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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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01
26

JAN

수요일

화요일

고난 가운데 주신 형통의 축복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창 39:3-6)

D-18/40
3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5

When his master saw that the LORD was with him and
that the LORD gave him success in everything he did,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
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
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
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From the time he put him in charge of his household
and of all that he owned, the LORD blessed the
household of the Egyptian because of Joseph. The
blessing of the LORD was on everything Potiphar had,
both in the house and in the field.

4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
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Joseph found favor in his eyes and became his
attendant. Potiphar put him in charge of his household,
and he entrusted to his care everything he ow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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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
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
름다웠더라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So he left in Joseph's care everything he had; with
Joseph in charge, he did not concern himself with
anything except the food he ate. Now Joseph was
well-built and hands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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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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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목요일

화요일

억울한 누명을 쓰다
(창 39:6-20)

D-19/40
6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
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
름다웠더라

7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
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8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
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
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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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
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
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11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
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
기에 없었더라

12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
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
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13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
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14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
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
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
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15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16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17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
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
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18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
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19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
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
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20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
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
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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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화요일

하나님이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시다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창 39:21-23)

D-20/40
21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
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the LORD was with him; he showed him kindness and
granted him favor in the eyes of the prison warden.

23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
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The warden paid no attention to anything under
Joseph's care, because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gave him success in whatever he did.

22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
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So the warden put Joseph in charge of all those held
in the prison, and he was made responsible for all
that was done t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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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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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9

JAN

토요일

화요일

두 관원장의 꿈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창 40:1-8)

D-21/40
1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5

Some time later, the cupbearer and the baker of the
king of Egypt offended their master, the king of Egypt.

2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
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6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
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The captain of the guard assigned them to Joseph,
and he attended them. After they had been in custody
for some time,

68_새로운 큐티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의 빛이 있는지라
When Joseph came to them the next morning, he
saw that they were dejected.

7

and put them in custody in the house of the captain of the
guard, in the same prison where Joseph was confined.

4

묵상 Meditation

each of the two men--the cupbearer and the baker
of the king of Egypt, who were being held in prison-had a dream the same night, and each dream had a
meaning of its own.

Pharaoh was angry with his two officials, the chief
cupbearer and the chief baker,

3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
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So he asked Pharaoh's officials who were in custody
with him in his master's house, "Why are your faces
so sad today?"

8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
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
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
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We both had dreams," they answered, "but there is
no one to interpret them." Then Joseph said to them,
"Do not interpretations belong to God? Tell me your
dr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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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주일

30

[‘뷰티풀 광야’시리즈 7]

선택의 광야
(신 1:19-46)

19

20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
신 대로 우리가 호렙 산을 떠나 너희가 보
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
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
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21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22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아와 말하기를 우
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
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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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
서 한 사람씩 열둘을 택하매

24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
에 이르러 그 곳을 정탐하고

25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26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27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모리 족속의 손
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28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
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
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기로

29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
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30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
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
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
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31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
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
를 안으사 이 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32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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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
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34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
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35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
가 하나도 없으리라

36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
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37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38

네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39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
들과 당시에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의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산업이 되게 하리라

40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
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41

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
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
고 경솔히 산지로 올라가려 할 때에

42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
가 대적에게 패할까 하노라 하시기로

43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나 너희가 듣지 아
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거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44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
게 마주 나와 벌 떼 같이 너희를 쫓아 세일
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 이른지라

45

너희가 돌아와 여호와 앞에서 통곡하나 여
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46

너희가 가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나니
곧 너희가 그 곳에 머물던 날 수대로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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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위기 뒤의 축복

(수 24:14-18)

14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
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
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17

"Now fear the LORD and serve him with all
faithfulness. Throw away the gods your forefathers
worshiped beyond the River and in Egypt, and serve
the LORD.

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
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
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But if serving the LORD seems undesirable to you,
then choose for yourselves this day whom you will
serve, whether the gods your forefathers served
beyond the River, or the gods of the Amorites, in
whose land you are living. But as for me and my
household, we will serve the LORD."

16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 되었
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
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
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It was the LORD our God himself who brought us and
our fathers up out of Egypt, from that land of slavery,
and performed those great signs before our eyes. He
protected us on our entire journey and among all the
nations through which we traveled.

18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
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
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
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
라
And the LORD drove out before us all the nations,
including the Amorites, who lived in the land. We too
will serve the LORD, because he is our God."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
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Then the people answered, "Far be it from us to
forsake the LORD to serve other g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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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기도 노트

1주차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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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차

개인기도제목 (Prayer Request)
기도제목

응답

날짜

개인기도제목 (Prayer Request)
기도제목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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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날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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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차

개인기도제목 (Prayer Request)
기도제목

응답

날짜

개인기도제목 (Prayer Request)
기도제목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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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례’ 간증문

내가 아닌 예수님께 맡기는 삶
최용우 성도 (S강남 공동체)
저는 경남 양산시에 거주 중인 34세, K3리그에서 뛰고 있는 현
역 축구선수입니다.

분명 그 선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는 것이라 믿었고 그렇게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2012년 12월 31일 처음 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
다. 저는 철저한 불신자 집안의 자녀였고 유년기에 친할머니의
손을 잡고 돌아가신 친할아버지와 큰아버지의 빙의와 접신하
는 것을 보며 자랐습니다. 때마다 절에 등불을 달아 소원을 달아
놓고 일이 잘 풀리지 않는 해에는 공을 들여야 한다고 절에 가는 풍습을 따르고 제
사와 부적을 집 구석구석 붙여놓고 정기적으로 보살님이라 하시는 분이 집에 오셔
서 알 수 없는 의식을 행하고 돌아가시는 걸 쭉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아이에게 이런 영적 유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늘 했고 2017년 결혼 후
2018년 11월 태어난 저의 아이는 지금 뉴젠 영아부에 속해 있습니다.

수년간 이단 교회도 다녀봤고 장풍 쏘는 집사님도 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보는
권사님도 봤지만 저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습니다. 교회 정착을 못하고 있
던 2017년 새로운교회 한 홍 담임목사님의 설교를 우연치 않게 접하고 예수 그리
스도 한 분이면 모든 것이 끝이구나. 회개와 기도는 우리의 특권이구나. 보혈? 유월
절? 오순절? 마치 다빈치 코드의 암호를 푼 사람처럼 이제서야 그때 이해 못 하던
그 의미를 알게 된 날 저는 기도하면서 처음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찾
는 자에게 나타내신다는 말이 진짜였구나! 사마리아 여인이 아닌 나는 사마리아 청
년이구나! 기도에 예수님과 회개가 빠진 나의 이전 신앙은 종교였구나… 복음과 종
교는 완전 다른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후로 저는 내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
을 위하여 뛰는 하나님의 도구이다. 그라운드의 전도자가 될 것이라는 결단을 하게
됐고. 포도원의 농부처럼 맡겨주신 밭을 성실히 가꾸고 또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내가 있는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해오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세례받았던 그 순간은 저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터져 나오는 날입니다.
제가 교회에 나오게 된 동기는 하나님을 믿기 1~2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태국과 일
본에서 축구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23세에 국내 프로팀에서 실패를 맛보고 해
외로 이적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마음의 낙심과 슬픔이 가득한 암흑기였습니다. 저
는 어릴 적부터 누구보다 앞서서 노력하고 많은 걸 포기하며 축구에 인생의 모든 것
을 쏟아부었습니다. 하지만 제 목표와 이상에 도달하기 직전에 항상 고배를 마셨고
큰 부상에도 시달리고 고통의 나날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허공에 노를 저어 항상
제자리에만 있는 것 같았던 저는 일본팀에서 어느 경기 날 같은 팀 한국 선수가 선
수 대기실에서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고 그 선수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경기 전에 워밍업해야지 뭔 책을 보고 있어.”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게 성경책인 줄
알면서도 이런 긴장되는 순간에 느긋하게 책을 읽는 그 선수가 너무 궁금하고 이해
가 안 됐습니다. 그 선수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뭘 믿고 뛰냐? 우린 모
든걸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최선을 다할 뿐이야. 그리고 말씀을 봐야 맡겨져.” 이 말
한마디가 그간 왜 중요한 경기에 실수만 하고 결정적일 때 힘없이 무너졌는지… 제
마음 가운데 답이 나왔습니다. ‘아, 나도 믿고 싶다. 죽도록 의지할 것을 그렇게 찾고
의미를 부여하고 미신을 만들었던 내가 해야 할 일은 크리스천이 되는 것이다.’라는
감동이 제 내면을 마구 때렸습니다.. 주변에서 믿으라고 믿으라고 해도 안 믿었던
제가, 또 복음없이 노력만 했던 무의미한 인생 가운데 실패자인 저에게 그 한마디는
84_새로운 큐티

그 후 축구는 나의 것이 아닌 주님의 것이 되었고 팀을 이적할 때에도 어떤 결정을
할 때도 내가 아닌 예수님께 맡기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변화하는 저를 발
견하곤 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선수 생활을 마친 후 교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많은 봉사를 하고 싶고 주의 몸 된
교회를 구석구석 모르는 것이 없는 성도가 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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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아이를 양육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미영D 성도 (S서초 공동체)

이 진A 성도 (N강남 공동체)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30대가 되어서야 예수님을 비로소 새롭
게 만난 저는 유학 시절 집사님의 권유로 새로운교회에 오게 되었습니
다. 새로운교회 청년부에서 지금의 배우자를 만나게 되었고, 주변의 기
도와 축복 속에 만난 지 6개월 만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기 전과 달리,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제 인생의 모든 결정을 기도하며 주
님의 주권에 맡기고자 했습니다. 마침 결혼 준비기간에 신년특별새벽기
도회가 있었고. 이 특별새벽기도회에 빠지지 않고 나와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저희의 결혼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저는 7살 때 동네의 한 아주머니께서 전도해 주셔서 처음 교회를 다녔습
니다. 가족 중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저 하나뿐이었습니다. 당시 교회에
서 선물로 받은 손바닥만 한 미니 신약성경을 보물처럼 여기며 열심히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성경은 저에게 무척 흥미로운 역사책이었
습니다. 성경 크기가 작다 보니 글씨는 깨알 같았는데, 어머니께서 눈 나
빠진다고 못 읽게 하는 바람에 펑펑 울며 떼를 쓰기도 했습니다. 7살부
터 9살까지 2년 정도 교회를 다니다가 이사를 가면서 자연스레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교회에 가면
다른 학교 친구들과 게임을 하며 재미있게 놀 수 있다고 해서 호기심에 몇 번 갔습니다. 교회
청소년부 모임에서 제가 “저는 성경이 안 믿어져요.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믿을 수 있을 것 같
아요.”라고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저에게 믿음이 없음을 만인 앞에 스스로 고백했던 날이었습
니다.

결혼 후 2년의 시간이 흐르고 주변의 기도와 축복 속에 새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
서 아이가 생기면 이 이름이 어떠냐고 하시며 지어주신 로이라는 이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
는 의미의 여호와 로이. 이 로이라는 이름을 태명으로 짓고, 마침 당시에 사무엘상 다윗에 관한
말씀이었던 주일예배로 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40주가 되어 건강하게 태어난 딸 로이의 이
름은 그대로 로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와 축복 속에 결혼하고 임신하고 출산하
여 낳은 귀한 딸 로이를 키우는 육아 과정은 제가 기대했던 모습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동안에
자신 있게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얼마나 어려운 것들이었는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내 생애 처음으로 내 생명보다 귀한 존재를 어찌해 주어야 할지 알 수 없어서 갈팡질팡하던 첫
두어 달.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기도보다는 인터넷 검색에 바빴고, 그럼에도 정답을 알 수 없는
문제들에 자책과 원망이 커져, 사랑하고 감사하는 마음보다 더 클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일
에 복귀하게 되자,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몸도 마음도 지치는 날이 반복되었습니다. 로이가 너
무나 사랑스럽고. 이 아이가 축복인 것이 분명한데, 왜이리 힘들까 의아했습니다. 그러던 저에
게 계속해서 여러가지 통로로 주님은 이런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너가 나와 함께 보내는 시
간이 너무나 적구나. 분명하신 그 뜻을 알면서도 선뜻 제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았고,
그것은 제가 꽤 오랫동안 멀어져 왔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세상 풍조에 물들지 않고,
주님의 자녀로 키우겠다는 호기로운 결심은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가정의 질서와
연합을 위협하는 것에 굴복하는 날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로이가 하나둘씩 단어를 이해하기 시작하며, 알아듣는 단어 중의 하나가 “아멘”입니다. 저희
부부가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하면 로이는 신나는 표정으로 웃으며 두 손을 모으곤 합니다.
어느 날, 아침밥을 먹기 전 조금 길게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로이가 두 손을 모으고 엄마 아
빠가 자신을 봐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기억이 났습니다.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셨구나. 내 속에 있는 선하지 않은 것들과
상관없이 로이는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구나.
매일매일 육아를 하며 넘어지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서서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필
요를 채우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니. 우리는 온전히 청지기의 자세로 로이를 양육
하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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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음의 대를 잇는 가정되기를

그러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반 친구 한 명이 “너 교회 다니지 않을래?”라고 전도를 해
왔습니다. 저는 “글쎄, 나중에 수능까지 다 치고 여유가 있으면 그때 가볼게”라고 말했는데, 친
구가 “그렇게 늦게 가면 그땐 하나님이 안 만나 주실지도 몰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
일 내내 그 말이 마음에 너무 걸려서 그 주 주일에 결국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
당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마음이 녹는 느낌이 들면서 알 수 없는 감동으로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 내내 계속 눈물을 쏟았는데, 옆에 앉은 집사님께서 “아이고, 얘야. 너 성령 받
았구나!” 하셨습니다. 정말 성령님이 제 속에 오셨고 저는 그날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
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200% 믿게 되었습니다. 의심 한 톨 없는 믿음이었습니다.
뜨거운 성령 체험으로 예수님을 만났지만, 저의 성품이나 성격은 확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매
주 주일에 교회에서 영적으로 씻겼다가도 집에 가면 다시 시궁창을 뒹구는 식이었습니다. 믿
기 전이나 믿은 후나 똑같은 성품과 성격으로 가족들과 싸우기도 했고, 사회생활에서 내 이익
을 먼저 챙기기도 했습니다. 고난을 맞고 고통을 겪는 과정에서 가족과 분리가 되었고, 홀로 광
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고, 끈질기게 매달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난
이 끝날 때마다 성품의 일부와 성격의 일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빚어
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가정을 얻게 되었고, 금쪽같은 아기도 낳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감사하고
매일 은혜를 곱씹을 만큼 기쁩니다. 양가를 통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여전히 저 하나인데,
아기의 유아세례를 받게 되어 너무나 감격스럽습니다. 지금은 미약하지만, 끝은 창대해지는
믿음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하나님께 다가가는 제가 되겠습니다. 아이도 저의 하나님
을 보며 믿음의 대를 이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셨던 믿음의 선
물을 제 아이에게도, 사랑하는 남편에게도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해주시
옵소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합력하려 선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
고 계속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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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비전
배세나 성도(N강남 공동체)

이선미 성도(E강북 공동체)

마더와이즈 ‘지혜’ 과정을 시작하며 받게 된 선물 꾸러미에는 정
성이 들어간 센스 있는 책과 티와 스낵이 있어 봉사자분들의 열
정과 사랑이 느껴져 감사함으로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유치원에 다니고 혼자만의 묵상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마더와이즈를 신청하게 됐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
가며 아이 둘을 키우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아이들과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았는데 두 아이에게 화를 내는 모습이 많았습니
다. 마더와이즈를 하며 아이들에게 변화된 엄마가 되고 싶었습
니다. ‘마더와이즈’를 통해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남편과
의 관계를 제대로 세우는 것에 대해 배웠습니다. 부끄럽지만 아
이들 앞에서도 부부싸움을 한 적이 종종 있었습니다. 저는 자녀를 잘 키우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왔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먼저 남편을 사랑하고 보호해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과 ‘의사소통’을 할 때도 나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쏟아 놓을 때
가 있었는데, 적절한 시간과 장소에서 나의 생각을 짧게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을 배웠습니다. 배운 것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잠을 자고 난 뒤 남편과 대화할 시간
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하고 싶은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간 순서로 나열하며 말
했었는데,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대화하
는 방법이 평소와 다르다며 이렇게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해주니 대화가 잘 통했다
고 기뻐하며 평소에 너무 많은 말을 해서 듣기 힘들 때가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해주
었습니다. 남편과 나의 의사소통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배우는 감사한 계기가 되었
습니다.

첫 번째 시간,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후 조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시작하게 된 매일의 주제에 맞는 묵상들… 그리고 가장 먼저 하
나님과의 관계를 삶의 기초 위에 다시 세우며 사랑, 신뢰, 순종
에 대한 점검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들이시듯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받아들이기 위해 나의
진정한 가치, 내 새로운 정체성, 나의 은사, 자신과의 한계에서 균형을 잡으며 하나
님의 보호 하심을 받아들이기 위한 성경 공부와 나눔 묵상의 시간을 가지고 삶의 실
천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남편과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하는 과정을 통해 남편에게는 순종하며, 자녀
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지혜가 부어지길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
울였습니다. 특히 자녀의 양육 부분에서는 그동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무조건적
인 사랑을 벗어나 아이들에게 맞는 경계선과 규칙을 정하고 그 규칙에 순종하도록
훈육하는 방법들을 배웠습니다. 새로운 훈육법은 아이들에게 사랑과 책임감을 동시
에 알려 줄 수 있는 방법인데 적절한 시기에 배우게 되어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주간에는 세상과 나의 관계를 되돌아보며 나의 비전과 목표와 역할을 분명
하게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엄마와 아내의 역할을 지혜롭게 하는 동시에
일하는 여성으로써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비전의
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을 제시해 주셔서 많은 지혜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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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하는 아내, 사랑을 주는 엄마

남편과 아내로서의 관계를 잘 세우고, 자녀들을 존재 자체로 조건 없이 사랑하며,
건강한 바운더리를 세워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아내와 엄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했던 행동 때문에 용서가 되지 않고
아이들이 가끔 미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하는 공격적인 말에 상처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절 용서해 주신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항상 용서의 마
음을 가져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며, 사랑이 너무 부족해서 정말 차고 넘쳐흘러서 끝도 없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항상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께 꼭 붙
어 있는 가지가 되어야 주님의 사랑을 공급받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도 저에겐 큰 감
동이었습니다. 이제, 저의 부족한 사랑의 한계를 알았으니,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온
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사랑을 받아, 아이들에게 공급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남편을 위해 중보하며 어둠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지혜로운 아
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목숨과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엄마, 경건한 후손
을 위해 아이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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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일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날마다 빚어 주시는 하나님

이지영C 성도(W강남 공동체)

전소은 성도 (청년2부 공동체)

마더와이즈를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
사합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실수했던 가장 큰 착각은 혜
준, 혜율이를 제 것으로 생각하며 마치 소유물인 것처럼 아이들
에게 얽매였던 저의 마음들입니다. 그 마음들은 사랑이기도 하
면서 걱정과 염려이기도 했는데 24시간 아이들 옆에 늘 있어줄
수는 없다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음을, 그리고 기도는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크고 비
밀한 일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미술심리치료사로서 일하는 저는 상담의 현장에서 ‘마더’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하는 자리가 하나님과 연
결된 지혜의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더와이즈’과정을 신청하게 되었고 처음 접했을 때
는 ‘성경속으로’처럼 말씀과 함께 한 권의 책을 배워나가는 자리
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마더와이즈는 기도의 자리를 열
어주는 공간이었습니다. 서로의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나누고
그것을 조원들이 반복해서 중보 해주고 그 기도가 한 겹, 한 겹 쌓일 때 조원들이 저
를 안아주는 느낌이 들어 눈물이 계속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상적인 기도
제목부터 나누게 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마음 가운데 평안함과 신뢰감을 주
시고 제가 미쳐 하나님 앞에서도 꺼내지 못했던 진실된 마음들을 나누게 하셨습니
다. 눈물로 마음의 고백을 올려 드리며,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만날 때 참
된 평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마더와이즈를 통해 몸으로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신 것도, 기도할 수 있는 환경과 상황들을 허락하심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시간은 중보기도 시간인데 중보기
도의 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 파워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
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지체 간에 하나되게 하시니 얼마나 은혜인지, 저 하나
만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묶어 주셨으니, 어린 아이와 같
았던 부족한 제가 그 안에서 조금은 성장했기를 소망합니다.
마더와이즈를 하는 동안 혜준, 혜율과 저 셋이 모두 코로나에 걸려서 격리를 하는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평소보다 더욱더 섬세하고 세밀하게 저희들
을 먹이시고 재우시고 돌보아 주셨고, 도움의 손길들을 얼마나 많이 붙여 주셨는지
결국 모든 것이 감사로 찬양으로 화답할 수 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혜준,
혜율이를 제 힘으로 지키는 것이 절대로 아님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 미국에 혼자 출장 중이던 남편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강하게 붙드심도 감사합
니다. 아마 남편도 자신의 힘으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절대 아님을 알게 되었을 것
입니다.
저희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무엇을 기도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주님 말씀을 매 순간 붙들고 있게끔 도
와 주심에, 마더와이즈는 저에게 양육프로그램이 아니라 365일 필요한 묵상이며
삶의 양식임을 고백합니다. 마더와이즈를 통해 함께 했던 자매님들 너무 고맙고 사
랑합니다.

마더와이즈는 첫째로, 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함을 배웠
고, 나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정하는 시간이 되게 했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의 아내로서 준비 과정이 되었습니다. 아내는 그저 남편을 섬기는
낮은 자로만 알았던 저의 인식이 많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또 누군
가의 아내로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차고도 넘치게 기록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졸업이 없는 ‘마더’의 삶에서 오는 지혜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녀를 양
육하기 이전에 또한 배우자를 돕고 섬기기 이전에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온전하
게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가정 가운데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이번 마더와
이즈를 통해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지혜는, 가족 간의 일을, 제가 혼자 해
결하려고 해서 힘들었던 점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 자
신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바른
정체성으로, 나 자신을 존중할 때 가능함도 배웠습니다.
제 인생을 날마다 빚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과정을 함께 지지해주고 같
이 눈물 흘린 조원들과 목사님, 마더와이즈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음이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
로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이 선하시므로 주의 성도 앞
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이다. 시편 52편 8절~9절.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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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더와이즈’ 간증문

‘마더와이즈’ 간증문

더 지혜로운 엄마와 아내로
조미라B 성도 (N강남 공동체)
‘애미가 죄인이다.’ 라는 문장이 제 마음에 담겨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누군지도 모른 채, 어느 날 갑자기 제 품에 안긴 아이. 먹
이고 입히는 수고가 있었지만, 마냥 사랑스럽게 제 품에서 웃어
주는 아기 때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언제부터인가 아이를 키우
는 게 버겁게만 느껴지고, 힘에 부치고 시간에 쫓겨 아이를 자주
혼냈던 제가 죄인처럼 느껴졌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다”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제 삶에 최우선 순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하나됨으로 제 마음의 틈타는 모
든 전쟁 속에서 승리의 주님을 선포하길 원합니다. 결혼의 목적이 남편을 돕고 섬기
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남편을 중보로 지키고 돕겠습니다. 또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근본이라는 말씀 붙들고 자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흘려 보내는 엄마가 되겠습니다.

지혜로운 엄마와 아내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절실해지면서 혼자서 감당하기 어렵다
고 결론을 지었고,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 ‘마더와이즈’에 참여했습니다.

매일매일 저희 가정에 가장 좋은 것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마음 다해 사랑하고 감사
합니다.

저는 마더와이즈를 통해 엄마와 아내의 역할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가지의 관계(하나님, 나 자신, 남편, 자녀, 세상)의 우선 순위를 두고 역할을 감
당해야 하는지도 제대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한 팀으로서 서로
더 사랑하고 더 도와야 한다는 걸, 그리고 믿음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걸 알
게 되었습니다.
매일 개인의 묵상 시간과 함께 조원들과 나누는 6S기도와 나눔, 목사님의 말씀, 조
장님들의 ‘마더링 스킬’을 통해 그 풍성함을 더할 수 있었습니다. 매주 2시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모이지만, 정말 엄마들의 축제처럼 그 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
었습니다. 현실에서 유용하게 적용할 팁들도 많이 얻었고, 막연하게 부담으로만 안
고 있었던 자녀에게 말씀과 기도의 가르침을 어떻게 실천할지 깨우치게 되었습니
다.
마더와이즈 이후, 제 삶은 참 많이 달라졌습니다. 눌려 있었던 부담감에서 자유해
졌고, 더 지혜롭게 엄마와 아내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수시로 기도합니다. 매일
출근하는 남편이 직장의 관계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고 지
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중보 합니다.
불평과 불만이 가득했던 제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김과 감사로 채워진 것이
참 은혜입니다. 저는 ‘여성’으로서 ‘아내’로서 ‘마더’로서 다음의 비전을 세우고 실
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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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1월 수요기도예배
1/05 [한 홍 목사]
1/19 [이성훈 목사]

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12시
문의: 이은정 목사 02-500-8909, estherlee@saeroun.ne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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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김정현 목사]
1/26 [김소리 목사]

예배장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태봉로 114 한국교총 1층 컨벤션홀
사 무 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6길 56, 삽준빌딩 3층
TEL (02) 597-0691 FAX (02) 597-0601 www.saeroun.net

새벽예배
셔틀버스
운행안내

새벽예배 셔틀: 양재역 ↔ 교회
양재역 출발          5:40
우면동 한라아파트 5:45
교회 출발             7:10   

양재역 9, 10번 출구 양재역 환승주차장 파리바게뜨 옆에서 셔틀이 운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