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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새벽예배 설교: 한 홍 목사
매주 화~토 6:00am
새로운교회 (컨벤션홀)

QT칼럼 2022.2

“다시 솟아오른 기도의 불길”
작년 12월 말에 2022년 40일 특새 계획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어떤 일이
있어도 꼭 해야 되겠다.”라는 뜨거운 열정보다는 2년 가까이 코로나로 인한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그냥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하겠다는 미온적인
분위기가 주도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송구영신예배를 시작으로 막
상 특새의 뚜껑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엄청난 은혜를 부어 주셨습
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동시에 진행하는데, 방역지침으로 인해 한정된 인
원 밖에 받을 수 없는 현장예배에도 성도들이 엄청나게 뜨거운 열정으로 달
려와 주시고 계십니다. 예배 시작 1시간 전부터 달려오시는 성도님들이 태
반이며, 예배 시작 30분 전에는 이미 이중주차까지 뺵빽하게 대고 들어오
시는 모습, 너나 없이 기쁘고 흥분된 얼굴로 서둘러 QR을 찍고 본당에 자리를 잡기 위해 뛰어가
시는 모습, 본당 입장을 못하시면 추운 로비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뜨겁게 예배드리시는 성도
님들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영하 10도 안팎을 오가는 강추위도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의 열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특히 특새 첫 주 토요일에는 40분 가까이 진행된 기도 시간 내내 저는 성령님께서 마치 2천 년 전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마가 다락방을 우리 안에 재현 시켜 주시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뜨겁고 강한 합심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수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
하시고, 교회 안팎의 크고 작은 문제들을 다 걷어내시며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열어 주실 것을 확
신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주시는 엄청난 감동과 영적 자신감으로 정말 눈 앞에 보이는 산을 밀
면 밀릴 것만 같았습니다. 마치 7년 전 처음 40일 신년 특새를 시작하던 때의 열기가 다시 살아
난 것 같았습니다.
그 뒤 간증들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제주도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성도님은 토요
일 치유 기도가 있을 것이라고 금요일 특새 중에 선포하는 말씀만 듣고도 거짓말처럼 목 디스크
와 전신의 통증이 치유받은 기적을 체험하셨다고 편지를 보내 오셨습니다. 지속적인 허리 통증
으로 뛰어다닐 수도 없고, 버스 안에서 서 있기도 힘드셨던 한 성도도 그날 새벽기도가 끝난 뒤
오는 버스를 향해 뛰어가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습니다. 또 원래 복음주의 성향으로 성령의 치
유 같은 것을 잘 믿지 않던 성도도 백신 부작용으로 심장에 무리가 생겨 힘들어 하시다가 기도 시
간에 말씀에 순종하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던 중 성령의 뜨거운 터치를 느끼면서 치유 받으
셨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치유와 회복의 기적들이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일상처럼 일어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
은 새벽기도의 은혜가 주일예배로도 그대로 이어져 엄청난 부흥과 은혜가 새롭게 폭발하고 있다
는 것입니다. 이제 전체 구간의 반도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의 거대한 영적
적조를 걷어내 가시는 듯한 느낌을 우리 모두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 주일예배 때마다 봉헌송
으로 부르는 찬양 “성령의 새 바람 이 땅에 불어 오소서”가 지금 새로운교회 안에 불고 있는 성령
의 바람, 부흥의 열기를 그대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 방 기도실에서 새벽기도가 끝나고
빠져나가는 성도들의 차량을 향해 두 팔을 펴고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기적과 축복이 넘치도록 일어나게 하소서”라고 말입니다.
최근에 제 아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가 밝은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
하는 우리 새로운교회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아무리 암담하다 할지
라도 이렇게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새 일을 행하지 않으시겠습니
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해 보십시다.
새로운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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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2022
FEBRUARY

1 화

[설날] 꿈꾸는

2 수

[설연휴] 광야에서 지킨 유월절 (민 9:1-14)

3 목

아론의 축도 (민 6:22-27)

4 금

지혜로운 건축자 (마 7:24-29)

5 토

아름다운 기업 (시 16:1-11)

6 주일

[‘뷰티풀 광야’시리즈 8]

7 월

채우시는 하나님 (왕하 4:1-7)

8 화

[D-22] 요셉이 잊혀지다 (창 40:9-23)

9 수

[D-23] 두 번째 기회 (창 41:1-14)

를 통해
‘새로운 QT’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가정, 이루시는 하나님 (시 37: 3-6)

광야 후반기의 연단 (민 20:1-21)

10 목

[D-24]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 (창 41:15-36)

11 금

[D-25]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창 41:37-49)

12 토

[D-26] 대흉년을 극복하는 요셉의 리더십 (창 41:50-57)

13 주일

[‘뷰티풀 광야’시리즈 9]

14 월

생수의 근원되신 예수님 (요 7:37-39)

15 화

[D-27] 요셉과 형들의 극적인 재회 (창 42:1-7)

16 수

[D-28] 요셉이 형들을 압박하다 (창 42:8-25)

17 목

[D-29]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창 42:26-28)

18 금

[D-30] 형들과 아버지 야곱의 절박한 대화 (창 42: 29-38)

19 토

[D-31] 야곱의 고집 (창 43:1-6)

20 주일

[‘뷰티풀 광야’시리즈 10]

21 월

하나님의 놀라운 길 (사 55:6-11)

22 화

[D-32]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다 (창 43:7-15)

23 수

[D-33] 요셉의 환대 (창 43:16-23)

24 목

[D-34] 요셉이 형제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다 (창 43:24-34)

25 금

[D-35] 요셉이 형들을 함정에 빠뜨리다 (창 44:1-15)

26 토

[D-36] 유다의 거룩한 중보 (창 44:16-34)

27 주일

[‘뷰티풀 광야’시리즈 11]

28 월

축복의 비결 (신 8:1-11)

오아시스의 축복 (사 35:1-10 & 민 21:10-20)

광야를 사는 심플 라이프 스타일 (마 6:19-34)

광야를 건너려면 낙타가 되라 (빌 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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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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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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01

[설날]

꿈꾸는 가정, 이루시는 하나님
(시 37: 3-6)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3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5

Trust in the LORD and do good; dwell in the land and
enjoy safe pasture.

4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
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and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8_새로운 큐티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
가 이루시고
Commit your way to the LORD; trust in him and he will
do this:

6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의를 빛 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
오의 빛 같이 하시리로다

적용 Application

He will make your righteousness shine like the dawn,
the justice of your cause like the noonday su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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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02

[설연휴]

광야에서 지킨 유월절
(민 9:1-14)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1

2

10_새로운 큐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기다리라 여호와
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어떻게 명령하시는
지 내가 들으리라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해 첫째 달에 여호
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8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
에 지키게 하라

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0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
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11

둘째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그것을 지켜
서 어린 양에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12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
대로 지킬 것이니라

3

그 정한 기일 곧 이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4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유월
절을 지키라 하매

5

그들이 첫째 달 열넷째 날 해 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
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6

그 때에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
었는데 그들이 그 날에 모세와 아론 앞에
이르러

7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
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
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
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
이니이까

13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
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
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
리지 아니하였은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14

만일 타국인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
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
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
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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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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아론의 축도
(민 6:22-27)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2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5

The LORD said to Moses,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
푸시기를 원하며
the LORD make his face shine 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23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
복하여 이르되

26

“Tell Aaron and his sons, ‘This is how you are to bless
the Israelites. Say to them: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
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the Lord turn his face toward you and give you peace.”’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4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를 원하며
“‘“The Lord bless you and keep you;

12_새로운 큐티

27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
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So they will put my name on the Israelites, and I will
bless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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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혜로운 건축자
(마 7:24-29)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24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
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7

The rain came down, the streams rose, and the winds
blew and beat against that house, and it fell with a great
crash.'

'Therefore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puts them into practice is like a wise man who
built his house on the rock.

28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
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매 무리들이 그
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When Jesus had finished saying these things, the
crowds were amazed at his teaching,

The rain came down, the streams rose, and the winds
blew and beat against that house; yet it did not fall,
because it had its foundation on the rock.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9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
으리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
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because he taught as one who had authority, and not
as their teachers of the law.

But everyone who hears these words of mine and does
not put them into practice is like a foolish man who
built his house on sand.

14_새로운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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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 기업
(시 16:1-11)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1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
하나이다

7

Keep me safe, O God, for in you I take refuge.

2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
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
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I will praise the LORD, who counsels me; even at night
my heart instructs me.

8

I said to the LORD, 'You are my Lord; apart from you I
have no good thing.'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므로 내가 흔들리지 아
니하리로다
I have set the LORD always before me. Because he is
at my right hand, I will not be shaken.

3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As for the saints who are in the land, they are the
glorious ones in whom is all my delight.

9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
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Therefore my heart is glad and my tongue rejoices; my
body also will rest secure,

4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
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10

The sorrows of those will increase who run after other
gods. I will not pour out their libations of blood or take
up their names on my lips.

5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
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LORD, you have assigned me my portion and my cup;
you have made my lot secure.

6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
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
실 것임이니이다
because you will not abandon me to the grave, nor will
you let your Holy One see decay.

11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
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You have made known to me the path of life; you will fill
me with joy in your presence, with eternal pleasures at
your right hand.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음이여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The boundary lines have fallen for me in pleasant
places; surely I have a delightful inheritance.

16_새로운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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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풀 광야’시리즈 8]

광야 후반기의 연단
(민 20:1-21)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1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 광
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
리암이 거기서 죽으매 거기에 장사되니라

8

In the first month the whole Israelite community arrived at
the Desert of Zin, and they stayed at Kadesh. There Miriam
died and was buried.
2

3

9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They quarreled with Moses and said, 'If only we had died
when our brothers fell dead before the LORD!
4

'Take the staff, and you and your brother Aaron gather the
assembly together. Speak to that rock before their eyes and
it will pour out its water. You will bring water out of the rock
for the community so they and their livestock can drink.'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Now there was no water for the community, and the people
gathered in opposition to Moses and Aaron.

10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
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 곳에
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11

Moses and Aaron went from the assembly to the entrance
to the Tent of Meeting and fell facedown, and the glory of the
LORD appeared to them.
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
을 두 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
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Then Moses raised his arm and struck the rock twice with
his staff. Water gushed out, and the community and their
livestock drank.
12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 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
게 나타나며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
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
을 내랴 하고

He and Aaron gathered the assembly together in front of
the rock and Moses said to them, 'Listen, you rebels, must
we bring you water out of this rock?'

Why did you bring us up out of Egypt to this terrible place?
It has no grain or figs, grapevines or pomegranates. And
there is no water to drink!'
6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
를 잡으니라

So Moses took the staff from the LORD's presence, just as
he commanded him.

Why did you bring the LORD's community into this desert,
that we and our livestock should die here?
5

지팡이를 가지고 네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
시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
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
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
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But the LORD said to Moses and Aaron, 'Because you did
not trust in me enough to honor me as holy in the sight of
the Israelites, you will not bring this community into the land
I give them.'

The LORD said to Moses,
18_새로운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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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13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므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18

These were the waters of Meribah, where the Israelites
quarreled with the LORD and where he showed himself holy
among them.
14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
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But Edom answered: 'You may not pass through here; if you
try, we will march out and attack you with the sword.'
19

Moses sent messengers from Kadesh to the king of Edom,
saying: 'This is what your brother Israel says: You know about
all the hardships that have come upon us.
15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
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
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
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
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but when we cried out to the LORD, he heard our cry and
sent an angel and brought us out of Egypt. 'Now we are here
at Kadesh, a town on the edge of your territory.
17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
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The Israelites replied: 'We will go along the main road, and if
we or our livestock drink any of your water, we will pay for it.
We only want to pass through on foot-nothing else.'
20

Our forefathers went down into Egypt, and we lived there
many years. The Egyptians mistreated us and our fathers,
16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
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
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
한 손으로 막으니

Again they answered: 'You may not pass through.' Then Edom
came out against them with a large and powerful army.
21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Since Edom refused to let them go through their territory,
Israel turned away from them.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
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
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Please let us pass through your country. We will not go
through any field or vineyard, or drink water from any well. We
will travel along the king's highway and not turn to the right or
to the left until we have passed through your territory."

20_새로운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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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07

채우시는 하나님
(왕하 4:1-7)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1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
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
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
제 빚 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
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The wife of a man from the company of the prophets
cried out to Elisha, “Your servant my husband is dead,
and you know that he revered the LORD. But now his
creditor is coming to take my two boys as his slaves.”

2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
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
고 그는 부었더니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She left him and afterward shut the door behind her
and her sons. They brought the jars to her and she
kept pouring.

6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네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Elisha replied to her, “How can I help you? Tell me,
what do you have in your house?” “Your servant has
nothing there at all,” she said, “except a little oil.”

3

5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
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When all the jars were full, she said to her son, “Bring
me another one.’ But he replied, ‘There is not a jar
left.”Then the oil stopped flowing.

7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
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She went and told the man of God, and he said, “Go,
sell the oil and pay your debts. You and your sons can
live on what is left.”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lisha said, “Go around and ask all your neighbors for
empty jars. Don't ask for just a few.

4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
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
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Then go inside and shut the door behind you and your
sons. Pour oil into all the jars, and as each is filled, put it
to one 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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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08

요셉이 잊혀지다
(창 40: 9-23)

D-35/40
D-22
17

10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18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
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11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
로의 손에 드렸노라

19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12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20

13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
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제삼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
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
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
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21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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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
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
에서 그것을 먹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
무가 있는데

9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
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15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16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
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22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
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23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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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09

두 번째 기회
(창 41:1-14)

D-23/40
9

2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 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10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
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3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
가 나일 강 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
일 강 가에 서 있더니

11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4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12

그 곳에 친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
에게 해석하더니

5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
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13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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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만 이 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
일 강 가에 서 있는데

1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
이 나오더니

7

그 가는 일곱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8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
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
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
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14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 놓은지라 요셉
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 입고 바
로에게 들어가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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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10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다
(창 41:15-36)

D-24/40
15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
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칠 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
도 일곱 해 흉년이니

28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
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29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30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일
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
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
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31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의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
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32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
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
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17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
가에 서서

18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
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20

26

27
16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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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
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21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
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22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33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34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
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
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23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
이 나더니

24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
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35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25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
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
심이니이다

36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
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
리이다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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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11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창 41:37-49)

D-35/40
D-25
37

38

39

40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
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44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45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
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
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
는 자가 없도다

46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삼십 세
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
하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
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47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 Application
41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
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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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칠 년 곡물을 거
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
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 두매

49

쌓아 둔 곡식이 바다 모래 같이 심히 많아 세
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
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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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12

대흉년을 극복하는 요셉의 리더십
(창 41:50-57)

D-26/40
50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
에게서 낳은지라

55

Before the years of famine came, two sons were born to
Joseph by Asenath daughter of Potiphera, priest of On.

51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
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
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
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The second son he named Ephraim and said, ‘It is because
God has made me fruitful in the land of my suffering.’

56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온 지면에 기근이 있으매 요셉이 모든 창고
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새 애굽 땅에 기
근이 심하며
When the famine had spread over the whole country,
Joseph opened the storehouses and sold grain to the
Egyptians, for the famine was severe throughout Egypt.

57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
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And all the countries came to Egypt to buy grain from
Joseph, because the famine was severe in all the world.

53

묵상 Meditation

When all Egypt began to feel the famine, the people
cried to Pharaoh for food. Then Pharaoh told all the
Egyptians, ‘Go to Joseph and do what he tells you.’

Joseph named his firstborn Manasseh and said, “It is
because God has made me forget all my trouble and
all my father's household.”

52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
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
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
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The seven years of abundance in Egypt came to an end,

54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
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
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and the seven years of famine began, just as Joseph
had said. There was famine in all the other lands, but in
the whole land of Egypt there was 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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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13

[‘뷰티풀 광야’시리즈 9]

오아시스의 축복
(사 35:1-10 & 민 21:10-20)

(사 35:1-10)
1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
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7

The desert and the parched land will be glad; the
wilderness will rejoice and blossom. Like the crocus,

2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
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
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The burning sand will become a pool, the thirsty
ground bubbling springs. In the haunts where jackals
once lay, grass and reeds and papyrus will grow.

8

it will burst into bloom; it will rejoice greatly and shout
for joy. The glory of Lebanon will be given to it, the
splendor of Carmel and Sharon; they will see the glory
of the LORD, the splendor of our God.

3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
을 굳게 하며

Strengthen the feeble hands, steady the knees that give way;
4

5

그 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Then will the eyes of the blind be opened and the ears
of the deaf unstopped.

6

그 때에 저는 자는 사슴 같이 뛸 것이며 말 못
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
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
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And a highway will be there; it will be called the Way of
Holiness. The unclean will not journey on it; it will be
for those who walk in that Way; wicked fools will not go
about on it.

9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
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
복하시며 갚아 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say to those with fearful hearts, ‘Be strong, do not fear;
your God will come, he will come with vengeance; with
divine retribution he will come to save you.’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
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
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
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
할 것이며
No lion will be there, nor will any ferocious beast get
up on it; they will not be found there. But only the
redeemed will walk there,

10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
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and the ransomed of the LORD will return. They will
enter Zion with singing; everlasting joy will crown
their heads. Gladness and joy will overtake them, and
sorrow and sighing will flee away.

Then will the lame leap like a deer, and the mute
tongue shout for joy. Water will gush forth in the
wilderness and streams in the des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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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민21:10-20)
10 이스라엘 자손이 그 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16

The Israelites moved on and camped at Oboth.

11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
예아바림에 진을 쳤고
Then they set out from Oboth and camped in Iye Abarim,
in the desert that faces Moab toward the sunrise.

12

14

17

그 때에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
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Then Israel sang this song: ‘Spring up, O well! Sing
about it,

18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 나
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 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19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
바의 와헙과 아르논 골짜기와

20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을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하였
더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
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
들은 광야에서 맛다나에 이르렀고
about the well that the princes dug, that the nobles of
the people sank- the nobles with scepters and staffs.’
Then they went from the desert to Mattanah,

They set out from there and camped alongside the
Arnon, which is in the desert extending into Amorite
territory. The Arnon is the border of Moab, between
Moab and the Amorites.

That is why the Book of the Wars of the LORD says:
‘...Waheb in Suphah and the ravines, the Arnon

15

From there they continued on to Beer, the well where
the LORD said to Moses, ‘Gather the people together
and I will give them water.’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From there they moved on and camped in the Zered Valley.

13

거기서 브엘에 이르니 브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
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맛다나에서 나할리엘에 이르렀고 나할리엘
에서 바못에 이르렀고
from Mattanah to Nahaliel, from Nahaliel to Bamoth,

바못에서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and from Bamoth to the valley in Moab where the top
of Pisgah overlooks the wasteland.

and the slopes of the ravines that lead to the site of Ar
and lie along the border of Mo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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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14

생수의 근원되신 예수님
(요 7:37-39)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37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
서 마시라
On the last and greatest day of the Feast, Jesus stood
and said in a loud voice, ‘If anyone is thirsty, let him
come to me and drink.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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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
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
시지 아니하시더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By this he meant the Spirit, whom those who believed
in him were later to receive. Up to that time the Spirit
had not been given, since Jesus had not yet been
glorified.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
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적용 Application

Whoever believes in me, as the Scripture has said,
streams of living water will flow from within him.’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022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 Dream a New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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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B

화요일

15

요셉과 형들의 극적인 재회
(창 42:1-7)

D-27/40
1

그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5

So Israel's sons were among those who went to buy
grain, for the famine was in the land of Canaan also.

When Jacob learned that there was grain in Egypt, he said
to his sons, ‘Why do you just keep looking at each other?’

6
2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
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
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7

요셉의 형 열 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
고 내려갔으나
Then ten of Joseph's brothers went down to buy grain
from Egypt.

4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
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Now Joseph was the governor of the land, the one who
sold grain to all its people. So when Joseph's brothers
arrived, they bowed down to him with their faces to the
ground.

He continued, ‘I have heard that there is grain in Egypt.
Go down there and buy some for us, so that we may
live and not die.’

3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
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
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As soon as Joseph saw his brothers, he recognized
them, but he pretended to be a stranger and spoke
harshly to them. 'Where do you come from?' he asked.
'From the land of Canaan,' they replied, 'to buy food.'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
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But Jacob did not send Benjamin, Joseph's brother,
with the others, because he was afraid that harm
might come to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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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16

요셉이 형들을 압박하다
(창 42:8-25)

D-28/40
8

그들을 다 함께 삼 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
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
하라

19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
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20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
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
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21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열두 형제로
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
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
나이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
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22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
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
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23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24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
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 앞에서 결박하고

25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
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
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
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
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10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
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11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
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12

14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
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15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
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
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16

17

18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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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
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
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
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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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17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는가
(창 42:26-28)

D-29/40
26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 곳을 떠났
더니
they loaded their grain on their donkeys and left.

28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
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
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
는가 하고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My silver has been returned,’ he said to his brothers.
‘Here it is in my sack.’ Their hearts sank and they
turned to each other trembling and said, ‘What is this
that God has done to us?’

27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
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At the place where they stopped for the night one of
them opened his sack to get feed for his donkey, and
he saw his silver in the mouth of his sack.

44_새로운 큐티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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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형들과 아버지 야곱의 절박한 대화
(창 42:29-38)

D-30/40
29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
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
어 아뢰되

35

When they came to their father Jacob in the land of
Canaan, they told him all that had happened to them.
They said,
30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
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36

32

37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열두 형제로서 하나
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
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
니 너희 형제 중의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
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Then the man who is lord over the land said to us,
'This is how I will know whether you are honest men:
Leave one of your brothers here with me, and take food
for your starving households and go.

34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 오라 그러면 너
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
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Then Reuben said to his father, 'You may put both of my
sons to death if I do not bring him back to you. Entrust him
to my care, and I will bring him back.'

We were twelve brothers, sons of one father. One is no
more, and the youngest is now with our father in Canaan.'
33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Their father Jacob said to them, 'You have deprived me of
my children. Joseph is no more and Simeon is no more, and
now you want to take Benjamin. Everything is against me!'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
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But we said to him, 'We are honest men; we are not spies.

묵상 Meditation

As they were emptying their sacks, there in each man's
sack was his pouch of silver! When they and their father
saw the money pouches, they were frightened.

'The man who is lord over the land spoke harshly to us
and treated us as though we were spying on the land.
31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38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
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
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
가게 함이 되리라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But Jacob said, 'My son will not go down there with you;
his brother is dead and he is the only one left. If harm
comes to him on the journey you are taking, you will bring
my gray head down to the grave in sorrow.'

But bring your youngest brother to me so I will know that
you are not spies but honest men. Then I will give your
brother back to you, and you can trade in the land.' "
46_새로운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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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의 고집
(창 43:1-6)

D-31/40
1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4

Now the famine was still severe in the land.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
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
식을 사려니와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If you will send our brother along with us, we will go
down and buy food for you.

2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
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So when they had eaten all the grain they had brought
from Egypt, their father said to them, 'Go back and buy
us a little more food.'

5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
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
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But if you will not send him, we will not go down,
because the man said to us, 'You will not see my face
again unless your brother is with you.' "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3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
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
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But Judah said to him, "The man warned us solemnly,
'You will not see my face again unless your brother is
with you.'

6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Israel asked, 'Why did you bring this trouble on me by
telling the man you had another brother?'

48_새로운 큐티

2022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 Dream a New Dream

_49

FEB
주일

20

[‘뷰티풀 광야’시리즈 10]

광야를 사는 심플 라이프 스타일
(마 6:19-34)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4

'Do not store up for yourselves treasures on earth,
where moth and rust destroy, and where thieves break
in and steal.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
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
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
느니라

'No one can serve two masters. Either he will hate the one
and love the other, or he will be devoted to the one and
despise the other. You cannot serve both God and Money.

25

But store up for yourselves treasures in heaven, where
moth and rust do not destroy, and where thieves do not
break in and steal.

21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
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
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
다 중하지 아니하냐
'Therefore I tell you, do not worry about your life, what
you will eat or drink; or about your body, what you will
wear. Is not life more important than food, and the body
more important than clothes?

네 보물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For where your treasure is, there your heart will be also.
26

22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
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The eye is the lamp of the body. If your eyes are good,
your whole body will be full of light.

23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
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
마나 더하겠느냐
But if your eyes are bad, your whole body will be full of
darkness. If then the light within you is darkness, how
great is that darkness!

50_새로운 큐티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
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
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
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Look at the birds of the air; they do not sow or reap or
store away in barns, and yet your heavenly Father feeds
them. Are you not much more valuable than they?

27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
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Who of you by worrying can add a single hour to his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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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28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33

'And why do you worry about clothes? See how the
lilies of the field grow. They do not labor or spin.

29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Yet I tell you that not even Solomon in all his splendor
was dressed like one of these.

30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But seek first his kingdom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will be given to you as well.

34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 날로 족하니라
Therefore do not worry about tomorrow, for tomorrow will
worry about itself. Each day has enough trouble of its own.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
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
희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If that is how God clothes the grass of the field, which is
here today and tomorrow is thrown into the fire, will he not
much more clothe you, O you of little faith?

31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
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So do not worry, saying, 'What shall we eat?' or 'What shall
we drink?' or 'What shall we wear?'

32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
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
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For the pagans run after all these things, and your
heavenly Father knows that you need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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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 Dream a New Dream

_53

FEB

월요일

21

하나님의 놀라운 길
(사 55:6-11)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6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
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10

Seek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call on him
while he is near.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
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As the rain and the snow come down from heaven,
and do not return to it without watering the earth and
making it bud and flourish, so that it yields seed for the
sower and bread for the eater,
7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
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Let the wicked forsake his way and the evil man his
thoughts. Let him turn to the LORD, and he will have
mercy on him, and to our God, for he will freely pardon.

11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
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so is my word that goes out from my mouth: It will not
return to me empty, but will accomplish what I desire
and achieve the purpose for which I sent it.

8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
씀이니라
'For my thoughts are not your thoughts, neither are
your ways my ways,' declares the LORD.

9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
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
보다 높음이니라
'As the heavens are higher than the earth, so are my
ways higher than your ways and my thoughts than
your thou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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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 Dream a New Dream

_55

FEB

화요일

22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다
(창 43:7-15)

D-32/40
7

56_새로운 큐티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
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
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 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
으리이까

8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9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
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10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11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
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
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12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
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13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
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
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15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
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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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요셉의 환대
(창 43:16-23)

D-33/40
16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
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들이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
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When Joseph saw Benjamin with them, he said to the
steward of his house, 'Take these men to my house,
slaughter an animal and prepare dinner; they are to
eat with me at noon.'

17

20

'Please, sir,' they said, 'we came down here the first
time to buy food.

21

22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매 두려워
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Now the men were frightened when they were taken
to his house. They thought, 'We were brought here
because of the silver that was put back into our sacks
the first time. He wants to attack us and overpower us
and seize us as slaves and take our donkeys.'

19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
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여
So they went up to Joseph's steward and spoke to him
at the entrance to the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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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액 그대로 자루 아귀에 있기로 우리
가 도로 가져왔고
But at the place where we stopped for the night we
opened our sacks and each of us found his silver-the
exact weight-in the mouth of his sack. So we have
brought it back with us.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The man did as Joseph told him and took the men to
Joseph's house.

18

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
식을 사가지고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
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We have also brought additional silver with us to buy
food. We don't know who put our silver in our sacks."

23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
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
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It's all right," he said. "Don't be afraid. Your God, the
God of your father, has given you treasure in your
sacks; I received your silver." Then he brought Simeon
out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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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요셉이 형제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다
(창 43:24-34)

D-34/40
24

25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
더라

30

31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
을 차리라 하매

32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
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
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
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33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
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
를 기다리더니

26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27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
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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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
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
리 숙여 절하더라

29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
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
기를 원하노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 Application
34

28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
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
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다섯 배나 주매 그들
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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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요셉이 형들을 함정에 빠뜨리다
(창 44:1-15)

D-35/40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9

2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
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10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
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3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
을 보내니라

11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
루를 각기 푸니

4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
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 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12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
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
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13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 가니라

1

5

62_새로운 큐티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6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 가서 그대로 말하니

7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
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
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8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
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 금을 도둑질하
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
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
리이다

14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 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15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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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26

유다의 거룩한 중보
(창 44:16-34)

D-36/40
16

1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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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
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
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
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
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아
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
로와 같으심이니이다

19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
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20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
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25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26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
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27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28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
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29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 가려하니 만일 재
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30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
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31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21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
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22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
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32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
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23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33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
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
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24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
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34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
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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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뷰티풀 광야’시리즈 11]

광야를 건너려면 낙타가 되라
(빌 4:11-13)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11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
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I am not saying this because I am in need, for I have
learned to be content whatever the circumstances.

12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
을 할 수 있느니라
I can do everything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을 배웠노라
I know what it is to be in need, and I know what it is to
have plenty. I have learned the secret of being content
in any and every situation, whether well fed or hungry,
whether living in plenty or in w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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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28

축복의 비결
(신 8:1-11)

[40일 특별새벽기도회] 하나님이 요셉을 높이시다
1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
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
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Be careful to follow every command I am giving you today, so
that you may live and increase and may enter and possess
the land that the LORD promised on oath to your forefathers.

2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
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6

Observe the commands of the LORD your God, walking in
his ways and revering him.
7

8

9

4

이 사십 년 동안에 네 의복이 해어지지 아니
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Your clothes did not wear out and your feet did not swell
during these forty years.

5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네 하나
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
각하고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
르게 하시나니 그 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
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a land with wheat and barley, vines and fig trees,
pomegranates, olive oil and honey;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
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He humbled you, causing you to hunger and then feeding
you with manna, which neither you nor your fathers had
known, to teach you that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the LORD.

묵상 Meditation

For the LORD your God is bringing you into a good land-a
land with streams and pools of water, with springs flowing in
the valleys and hills;

Remember how the LORD your God led you all the way in
the desert these forty years, to humble you and to test you
in order to know what was in your heart, whether or not you
would keep his commands.
3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
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
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a land where bread will not be scarce and you will lack
nothing; a land where the rocks are iron and you can dig
copper out of the hills.

10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네게 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
하리라
When you have eaten and are satisfied, praise the LORD your
God for the good land he has given you.

11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
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
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Be careful that you do not forget the LORD your God, failing
to observe his commands, his laws and his decrees that I
am giving you this day.

Know then in your heart that as a man disciplines his son, so
the LORD your God disciplines you.

68_새로운 큐티

2022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 Dream a New Dream

_69

개인기도 노트

1주차
날짜

72_새로운 큐티

2주차

개인기도제목 (Prayer Request)
기도제목

응답

날짜

개인기도제목 (Prayer Request)
기도제목

응답

2022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 Dream a New Dream

_73

3주차
날짜

74_새로운 큐티

4주차

개인기도제목 (Prayer Request)
기도제목

응답

날짜

개인기도제목 (Prayer Request)
기도제목

응답

2022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 Dream a New Dream

_75

특별 칼럼
추상미 감독 초청 새로운 비전 특강:

‘문화 예술 콘텐츠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그널’
지난 1월 16일(주일) 오후에 추상미 감독을 모시고 새로운 비전 특강을 진행하였다.
새로운 비전 특강은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라는 교회의 주제에 맞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살아가는 삶의 스토리를 듣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첫번
째 시간으로 유명한 영화 배우이자 감독으로 활동 중인 추상미 감독이 ‘문화 예술 콘
텐츠에 나타난 하나님의 시그널’이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하였다. 다음은 추상
미 감독의 강연 중 일부를 요약한 글이다.
요한복음 8장에 나타난 간음한 여인의 장면은 예술의 본질을 잘 보여주고 있다. 바
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군중들이 간음한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할 때, 예수님
은 몸을 굽히사 땅에 글을 쓰셨다고 한다. 이 모습은 일종의 퍼포먼스라고 볼 수 있
는데, 예술은 메타포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의미와 의도를 전달한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님이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시는 것, 여인을 향해서 시선을 낮추시는
모든 행위가 일종의 메타포라는 것이다. 분노한 군중들은 이 모습으로 인해서 마음
이 가라앉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술이 가진 힘이다.
추상미 감독은 새로운 비전과 사명으로 영화를 만드는 과정 속에서 다음과 같은 여
섯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문화예술을 바라보는 시각과 새로운 사명을 얻게 되었다
고 한다. 첫째, 하나님은 왜 문화예술을 창조하셨을까? 위대한 아티스트이신 하나님
은 이 세상의 모든 예술의 영역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자연 만물
의 창조주이시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면 모든 문화 예술도 하나님을 기쁘고 즐겁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하나님은 성경 시대에 예술을 어떻게 활용하셨나? 하나님은 브살렐에게 성막
의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막예술 총감독으로 삼아주셨다.
아마도 브살렐은 애굽에서 모든 기술을 배웠을텐데, 하나님은 애굽의 기술로 성막
을 짓게 하셨다. 이처럼 하나님은 세상의 예술과 기술을 통해서도 자신의 일을 이루
어 가신다. 궁전 음악가 다윗, 스토리텔러이신 예수님, 선지자적 예술의 퍼포먼스를
보여준 에스겔 역시 예술을 활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넷째, 하나님은 세상의 문화예술을 미워 하실까? 하나님은 가인의 후손이 만든 예술
작품과 세상의 영들에게 속한 예술들을 외면하시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여전
히 세상 예술가들에게 영감과 재능을 주셔서 그것을 사용하신다. 모짜르트와 같은
음악가를 통해서 사람들을 힐링하게 하시고, 피카소와 같은 화가를 통해서 사람들
에게 날카로운 경고를 하신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의 수많은 스토리와 퍼포먼스
와 세상의 예술을 통해서 세상을 향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다.
다섯째, 교회는 이 시대 문화예술 콘텐츠들을 외면해야 할까?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등장인물들은 서로 갈등하고 위기에 처하면서 가치관이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인물들의 경험은 우리에게 여러가지 질문을 던지고 그 해답을 찾도
록 한다. 따라서 교회는 이러한 문화예술 콘텐츠를 활용하여 좋은 대안을 찾아 가야
할 것이다 오히려 교회는 마지막 때에 문화예술을 활용하고 세상에 거룩한 영향을
미쳐야 할 것이다. 현재 세계적인 문화예술계의 트렌드는 ①장벽과 분열 ②기독교를
조롱하는 추세가 강하다. 이러한 경향은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지만 이
트렌드 안에도 하나님의 시그널이 있다. 그것은 이분법적으로 세상 문화를 구분하
는 것이 아니라,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키며 교회를 순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회
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그널을 발견해야 하는 것이다.
여섯째,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①세상에 빼앗긴 문화 콘텐츠 영역
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큰 그림을 이룰 복음적 대
안 콘텐츠를 만들기에 힘쓰는 것이다. ②크리스천은 문화 소비자로서 세상의 콘텐츠
를 분별하고 통찰하며 적극적으로 활용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적용
해야 한다. ③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고 전하여 어두
운 세상을 일깨우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
들이 나타나서 죄로 인하여 고통 당하고 있는 피조 세계와 문화예술계를 새롭게 회
복시키길 기대한다.

셋째, 하나님의 아들들은 어떻게 예술을 세상에 빼앗겼는가? 성경에서 가인의 후손
중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으로 성읍 문화를 발전시켰다. 도시 문명의
정착은 안정과 갈등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담고 있는데, 이러한 갈등과 비극은 진리
의 그림자를 담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의 아티스트들이 그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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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간증문

‘CES’ 간증문

‘CES’ 간증문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비전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위성빈 성도(W서초 공동체)

정찬종 성도(W서초 공동체)

저는 멘토스쿨을 수료하며 꿈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은 CES
멘토로서 교회에서 기회를 주신다면 이후로 25년 동안 매년 두 분
씩 50명의 멘토를 세우고 함께 새로운교회에서 믿음의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2021년 1월부터 멘티를 배정받아 상반기에
한 분, 하반기에 한 분 이렇게 두 분의 멘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기독교 기초 교리를 공부하며 말씀을 기반으로 삶을 나누는 과정
인 CES 양육 프로그램은 저의 갈급함을 채워 주시겠다는 주님의
초대였습니다. 멘토님을 만나 CES 양육 오리엔테이션을 받기 직
전, 부모님이 모두 코로나19에 확진되었고 특히 어머님은 폐렴
등의 합병증이 생겨 마음 졸이며 멘토님과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할 것 같았던 CES 양육은 그렇게 나의 힘을 빼고 주
님만 바라보는 눈물의 기도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나의 곤고함
이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합니다. 다행히 부
모님은 믿음의 공동체 지체들이 기도해 주셔서 완치되었습니다.

멘티님과 처음 만남을 가질 때 가정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 함께 간
절하게 기도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CES 멘티
과정을 순조롭게 진행하게 하셨습니다.
멘토링 때마다 멘티님의 배우려는 마음과 자세와 열정은 제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예습
과 복습을 철저하게 잘해오는 멘티님은 멘토인 저를 긴장하게 만들어 더 철저하게 준비
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멘티님과의 멘토링 시간을 통해 깨달은 것
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잘 준비된 멘티가 멘토를 도전하고 훈련함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멘티로 훈련을 받던 때에 받았던 많은 은혜 가운데 특히 저를 가장 도전하는 두 가
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짜리’라는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Maximum Christian의
삶’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번 CES 과정 가운데에서도 함께 이 부분을 나누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멘토링 과정을 통해 멘티님께 도전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CES 멘토가 되어
성도님들을 세우는 일에 동역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근무하시는 곳에서 예수님짜리 라
는 정체성을 가지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고 삶으로 예배하는
크리스천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꿈과 멘티님 가정의 구원을 위해 계
속해서 기도로 후원하겠습니다.
멘티님~!!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제자로 세우는 충성스러운 멘토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멘토님께서는 매우 솔직하고 따뜻하시며 열정적이셨습니다. 특히 삶과 말씀을 접목시
키시는 데 탁월하셨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것의 괴리로 오는 갈등이 많았던 저
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그 괴리를 줄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멘토님을 통해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한 과, 한 과를 배우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며 믿고 있었던 개념들을 한번
더 성경을 보며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더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멘토님이 자신의 삶과 경험들을 토대로 적용시켜 주셔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
었습니다.
멘토님이 제가 주중에 생활하고 있는 제천에 직접 오셔서 공부한 날이 기억이 납니다.
멘토님이 계신 서울에서 제천은 2시간 30분 이상 걸리는 가깝지 않은 거리입니다. 그
날 오전부터 비가 많이 왔는데 계속 비가 그치지 않는다는 예보에 걱정스런 마음에 연
락드렸더니, 계획한 것이니 천천히 조심해서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중간에
날씨가 많이 좋아져서 큰 문제 없이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심과 멘토님
의 열정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CES 양육과정을 통해 주님이 잡아주시는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때론 천
천히, 때론 빨리. 잠시 쉬더라도 손을 놓지 않으시는 주님께 의지하며 달려가고자 합니
다. 또한 1년에 2명씩, 앞으로 40~50명의 멘티를 만나, 그 멘티들이 멘토로 세워질 수
있도록 양육하는 것이 비전이라는 멘토님의 말씀이 큰 도전이 됩니다. 저도 누군가의
멘토가 되어 이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지방에서 생활
을 많이 하시거나 시간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을 위한 CES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올해 초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순장님이 대신 전해주신 말씀 카드
로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시편 32:8) 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가르쳐 주신다고 이해하고 순종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올 한해
말씀으로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80_새로운 큐티

2022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 Dream a New Dream

_81

‘CES’ 간증문

‘CES’ 간증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다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의 만남

오주연F 성도(S서초 공동체)

이승현A 성도(W강남 공동체)

멘토링을 시작하려 할 때마다 매칭되신 분들의 하실 수 없다는
연락을 받고 이번에도 멘토링이 어렵지 않을까 생각했을 때 새
로운 멘티님과 매칭이 되었습니다.

미국에서 지내는 동안 갑자기 닥친 코로나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
자 제가 찾을 수 있는 건 성경책이었습니다. 성경 100일 통독을 마친
후 말씀 이해의 갈급함이 생기면서 ‘성경속으로’도 듣게 되고 홈페이
지에 게시된 한 홍 담임목사님 강해설교 말씀 하나하나를 찾아 듣다
가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재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습관적으
로 들어왔던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니 새로운 세계의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막상 멘티님과 매칭이 되고 비대면으로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어
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성
품을 너무 잘 아시고 계시기에 기도하고 기대하며 풍성한 은혜
를 사모하면서 CES 멘토링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멘토링을 시작하기 전에는 서먹하지 않을까 했던 마음도 들었지만 곧 그 마음
은 사라지고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매 주
시간이 지나며 CES 멘토링이 이어질수록 서로의 삶을 진솔하게 나누며 서로를 위
하여 기도하는 영성 깊은 나눔이 계속되었습니다.
특히 몸이 아프신데도 불구하고 CES 교제 매 단원의 예습을 성실하게 하시고 깊은
묵상을 나누어 주시는 멘티님의 은혜의 나눔은 큰 감동이었고, 하나님을 향하여 긍
정적이며 기대하는 멘티님의 모습은 날마다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CES를 통하여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 번 다짐하는 좋은 시간
이 되었고, 세상의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요동치지 않으려면 더욱 하나님 손을 강하
게 잡아야겠다고 확신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기름부으심으로 하나님 나라 사역에 동참하여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께 기쁨이 될 멘티님을 축복합니다. 저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하나님 홀로 영광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7년 전 직장인예배를 하며 기독교 에센스 책으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한번 정
리하고 났더니 기독교 에센스를 다시 읽고 싶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CES 멘티를 선발
한다는 공지를 보고 잠시 망설이다 또 한번의 기회이다 싶어 신청했습니다. 오주연 멘토님
을 만난 건 저에게 한줄기 희망 같았습니다. 아이 양육과 직장 생활 때문에 CES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말 시간을 쪼개어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미국 다녀와서 복직 후 업무에 시달리다 얻게 된 손목터널증후군과 온 몸의 알 수 없는 통증
은 저의 일상을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교재에 매주 말씀을 적고 제 생각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과제를 수행해야 하지만, 저의 손가락은 퉁퉁 부어 글씨를 써내려 가기도 어려운 상
황이었습니다. 멘토님은 매주 저에게 기도로 응원해주시고, 질병 상태를 매주 모니터링 해
주셔서 힘들지만 함께 기도하고 기운 받아서 매주 한주 버텨간 거 같습니다.
예전에 직장인예배 나눔과 한 홍 담임목사님 기독교에센스 강해설교를 들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1강에서부터 12강까지의 말씀 나눔은 모두 새로웠고, 나에 대한 적용 질문은 매
주 새로운 생각과 도전을 갖게 했습니다. 원죄에 관한 말씀은 머리로는 알고 있으나 가슴으
로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주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선택의 과정을 겪
게 하시는 이유도 명확히 알게 하셨습니다. 4강에서 6강의 말씀을 통해 성부, 성자, 성령 하
나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저에게 의미가 남달랐던 것은 11강 사명에 관한 부분입니다. 제 스스로 하나님의 사명
은 특별한 자들이 부여받는 것이라 믿었던 터라 제 삶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사명이 무엇인지
에 대한 생각을 깊이하지 못했습니다.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
라(빌 4:13).”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일터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나의
기도와 말씀으로 나의 행동과 언행을 점검하며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변화를 꾀하는 것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이때 선교의 목표에만 치중하지 말고 선교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와 기도가 전제되어야 함도 다시금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지키고 있는 일터 그곳
이 사역의 현장임을 깨닫고 저의 말과 행동을 통해 저의 직장동료들이 변화를 경험하고 제
가 아는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 말씀을 알기 원하는 갈급함만 있어도 기회들이 계속 주어짐을
믿으며, 이번 과정이 끝난 뒤에도 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진 그 시간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의 말씀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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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멘토의 축복

그동안 알지 못했던 믿음의 삶을 배우는 시간

이기봉 집사(W서초 공동체)

고정우 성도(C강남 공동체)

아무것도 아닌 제가 CES 멘토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인 멘티님
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 떨리는 일이었습니다. 저로 인해 잘못된
기독교 교리와 진리가 흘러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길 기도하며 떨리
는 마음으로 멘티님을 만났습니다.

CES 과정을 설레는 마음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성경속으로’ 과정을
너무나 즐겁게 막 마쳤기에, 교회의 대표 양육 과정인 CES가 매우 기
대되었습니다. CES 과정을 통해서 신학과 신앙의 정립에 대한 목마름
이 해소되길 원했습니다. 멘토님과의 만남 역시 설레임의 연속이었습
니다. 멘토님으로부터 교육과정 신청 며칠 후 연락이 왔는데, 멘토님
이 바쁜 일정 속에서 섬기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지난 수년간 여러
명의 멘티를 교육하신 멘토님의 경험이 양육 과정 동안 고스란히 느껴
졌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Zoom으로 진행하는 CES 과정
이라 예전에 비해 풍성한 나눔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 우려했습니다. 하
지만 첫 만남부터 저의 생각은 기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멘티님은 기독교 기초 교
리를 체계적으로 배우고, 배운 내용을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형
제님이셨고, 질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교재 내용과 관련된 내용 뿐 아니라 여러가지
신앙적으로 궁금한 부분을 질문하셨기에 저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고, 만남 전에 더
욱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멘티님의 질문에 제 답변이 온전
하지 못할 때에는 성령님께서 불현듯 질문과 관련된 담임목사님의 설교시리즈를 생
각나게 하셔서 이를 듣도록 추천해 드리는 것으로 위기를 넘기게 하셨습니다.
또한 저희는 둘 다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만남마다 세 자녀들에게 물려줄 믿음의
유산에 대해 얘기하였고, 기도 시간에는 서로의 자녀를 위해 중보하는 등 Zoom을
통한 만남이었지만 어느 때보다 풍성한 나눔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CES 과정 중 생각날 때마다 멘티님께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멘티님,
CES 과정은 멘티일 때 은혜도 크지만, 멘토로서의 은혜는 그보다 더 큽니다.” 이었
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진리가 매일 저에게 선포되는 은혜 또한 얼마나 귀한 것
인지 모릅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멘티님이 멘토로 세움 받아 여러 멘티를
양육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주 교육을 통해 이전에는 제가 분명하게 알지 못했던 교리들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고
분명하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교육과정 동안 제 자신의 믿음과 삶을 돌아보게 되었
습니다. 나의 죄성, 믿음, 구원과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어
진 구원은 태초부터 죄성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
심으로써 우리의 죗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하겠다고 결단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즉 동행하면서 도와주는 코치같
은 존재.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나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의지로 성령님께 우리를
활짝 열어드리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보다 분명히 이해되었습니다.
또한 기도와 묵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으며, 교회의 의미와 나아가야 할 방향, 그리고 우리
의 사명과 삶의 자세에 대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이고 하
나님의 초대이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이루어지는 도구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인도함 받는 것이 묵상하는 삶이며, 우리는 말씀 묵상으로 통해 주님의 인
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구
원자이자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는 사명의 자리를 지키고 단순
하고 경건하고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고 전도와 선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한 주의 과정이 끝나면 그 다음주 교리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 속에서 한 주간의 삶을 살았
습니다. 기존에는 누리지 못했던 말씀 암송의 기쁨이 넘쳤습니다. 평소 말씀을 암송하는 것
에 대해 어려움이 있었는데 신기하게도 CES 과정 동안 말씀 암송이 쉬워지기 시작했고, 가
정 예배 때 자녀들과 같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큰 기쁨을 누렸습니다.
CES 과정을 통해서 제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끄러운 제 과거
의 모습들이 떠오르며 회개하였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인도해주신 주님의 은혜와 사
랑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CES 과정 동안 섬겨주신 멘토님께 감사드리며, 저도 멘토님처럼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제 모습을 그려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
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갈라디
아서 5장 22,23절). 성령 충만하여 주님께서 인도해주실 앞으로의 삶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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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S’ 간증문

받은 대로 흘려 보내는 사랑

기쁨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삶

김연수B 성도(N강남 공동체)

박혜란B 성도(청년 2부 공동체)

저는 한 멘티의 멘토이기 전에, 김윤희 멘토님의 멘티이기도 합
니다. 당시 산후우울증과 복직 이후 지쳐있던 저에게 친정엄마,
친정언니보다도 따뜻하게 말씀과 사랑으로 섬겨주셨고, 그때
받았던 사랑을 저 또한 멘티님께 그대로 흘려 보내주고 싶었습
니다.

다윗은 죄를 짓고 일 년 동안 회개하지 않았지만 저는 7년 동안
회개하지 않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께서는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가운데
놓이게 하시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긴 시간 동
안 잠자고 있던 믿음이었던지라 ‘이제는 열심히 달려가자’ 라는
생각으로 새가족 수료 후 CES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매칭된 멘티님은 늘 밝고, 환하게 웃는 화사하고 귀여운
여동생 같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으로 돌아온 탕자였던 저와 마찬가지로
멘티님도 다시 주님께 돌아오며 처한 상황들이 제가 그 당시에 겪었던 일들과 비슷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꼰대’가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서 CES를 진행했습니다.
특별히 멘티님께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 선한 일들을 우리 안에 이루신다는 것을 전해주었습니다.
저는 새롭게 만난 멘티님도 CES를 통해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기를
기도했고, 멘티님 역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어, 말씀대로 순종하려는 몸
부림으로 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멘티님께서 지금은 비롯해 가정에서 혼자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지만, 이미 승리하
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구원을 작정하신 가족분들과 예비하신 믿음의 배우자와 함께
풍성한 영적 열매들을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또 멘티님을 통해 수많
은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축복의 통로
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 멘토님과 인사를 나눈 후 멘토님의 카카오톡 프로필에 써있던 ‘God is Love
아가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단다’라는 글을 보고 ‘아버지되신 하나님께서 자녀
인 나를 향해 이런 마음이실까?’하는 생각에 한참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 CES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하게 해주셨고, 그 일을 통해 CES가 단순히 교
리를 알아가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의 예배이며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텍스트로 느껴지던 교리들이 말씀을 통해 제 마음에 들어와서 삶의 모든 부
분에 걸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특히 성령하나님을 배우며 성령충
만하기보다 죄의 반복과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데 더 열심이었
던 지난 제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며 무엇이 문제였는지 깨닫고 회개하게 되었습니
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번도 무겁게 생각하지 않았던 종말론과 예수님의 재림에 대
해 배우며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영적으로 잠자던 상태에서 허겁지겁 주님을
맞이하겠다’라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니 매일매일 받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며 두려움이 아닌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것
이 새로운 삶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또한 멘토님을 통해서 일을 쉬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현실적인 고민을 하던 저
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를 다시 생각하게 해주셨고, 경제관념없이
돈을 함부로 여기던 저에게 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 돈을 어떻게 바라보아
야 하는지 가이드가 되어 주셨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기 그지없는 제가 CES과정
을 수료할 수 있던 것, 기도하는 멘토님을 만날 수 있던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임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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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 미디어의 보이지 않는 손’ 강의를 듣고
신은숙 성도(W서초 공동체)
소셜 미디어는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을 연결해주고 소통하게
해주는 시스템이지만, 한 홍 담임목사님의 말씀처럼 ‘과유불급’
으로 지나치면 중독되고 내가 사용자가 아닌 상품이 되는 문제
가 대두되며, 더 나아가 가짜뉴스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심
각해져서 사회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을 되돌아 보았습니다. 넷
플릭스의 소셜 미디어 개발자들의 이야기처럼 아이들과의 대화
시간에서도 스마트폰을 놓치 못하는 저의 모습에서 위의 SNS
의 단점들을 모두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단지 자녀의 스마트폰 시간에 대해 걱정만
하던 저에게서 위의 문제점들이 확연히 있었다는 것을 깨달으니 저부터 ‘지혜없는
자’처럼 행동했다는 것(엡 5:16)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러주셨습니다.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소셜 미디어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고 행동해야겠다는 결단을 해봅니다. 제 안의 마음을 더욱
들여다보면 ‘비교’하는 마음이 SNS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가득했다는 것을 알 수 있
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SNS를 통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만족하지 않고 나아가
감사하지 못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좋은 점을 배워보겠다는 긍정적인 목표를 내세웠지만 결국에는 내가 하지 못하는
것, 가지지 못하는 것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영성이
바로 서 있지 않으면 흔들리듯이 SNS에도 엄연히 사단의 영이 있으므로 분별하여
선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알고리즘’을 확립하고 ‘스스로 영적으로 사색하는 힘’을 기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모학교’ 간증문

가족 안에 미디어 계획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중학생 자녀와 상의하였는데 매일
저녁 1시간 동안 핸드폰을 끄는 것부터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 가정을 축복
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가정에 패밀리 임팩트 ‘부모학교’ 프로그램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립니다. 수고하신 목사님과 모든 준비하신 손길을 통해 저희 부모가 변화되고 자
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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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컨택트 사회의 도래’ 강의를 듣고
이수정E 성도(S서초 공동체)

정지윤 성도(C 강남 공동체)

‘언컨택트 사회의 도래’에 대한 강의는 저에게 참으로 유익했습
니다. 특별히 언컨택트 문화도 장점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
데 그중에서도 언컨택트 문화를 통해 한국 사회에서 강하게 나
타나는 권위주의가 무너진다는 소식은 반가웠습니다. 비효율적
인 일과 쓸데없는 감정 소모를 줄일 수 있다는 점도 아주 좋은
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째를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생각하지도 못했던 첫째와의 갈등이
생기게 되어서 마음이 많이 힘들고 지쳤었습니다. 그런데 강사님
의 책을 읽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로 부모학교를 시작하게 되었
습니다. 부모학교 첫째 날, 제가 첫째 아이에 대해 가지고 있던 고
민을 이야기했는데 강사님께서 아이에게 ‘라벨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에 잠을 이루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
던 이야기였지만, 생각해보니 내가 왜 그렇게 자녀를 바라보고 단
정지었는지 많은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제 생각을
전환하며 하나님께서 주실 자녀의 무한한 능력과 변화들를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언컨택트 문화의 한계와 단점은 자칫 아이들이 자신만의 세상을 구
축해서 친구들이 들어 올 공간을 없앨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저희 셋째 아이는 언
컨택트 문화에 익숙해졌는지 주변과의 소통을 잘 하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현재 중학생인 셋째 딸은 학교 선생님들께서는 이구동성으로 고등학교를 다녀도 손
색이 없다고들 하실 정도로 어릴 때부터 무척 영특했습니다. 이러한 점들이 셋째를
더욱 고립시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셋째 아이는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다니지 않
는 것을 오히려 즐거워했습니다. 대인 관계로 인해 상처받은 일은 없지만, 앞으로
뜻밖의 일을 경험했을 때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저는 진정한 나
눔의 사랑을 차단시켜 버린 아이의 삶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길 새벽기도와 예배를
통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소 남들에게 도움을 주지도 받지도 않는 삶을 꿋꿋하게 살아왔습니다. 2년
전 죽을 고비를 한번 격은 적이 있는데 간이식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 왔을 때 순장님
과 순원들이 생각났습니다. 자매님들께 처음으로 중보기도를 요청하였고, 자매님들
의 고마운 기도 덕에 기적적으로 건강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꼭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기대하는 영적인 터치
는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성품과 선함을 배우고, 혼자보다는 모
두가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데서 느끼는 나눔의 기쁨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알기를
기도합니다. 공동체 속에서 소소한 다툼도 있겠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위로받을 수
있는 풍성한 마음을 가지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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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하고 미숙했지만 더 성장하는 부모로

과정이 끝날 무렵에는 아이에 대해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을 상담하게 되면서 눈물을 펑
펑 쏟고 말았습니다. 유치원이나 학교에 대한 이야기가 없던 것은 저의 문제였다는 것
을 알게 되면서 너무 부끄럽고 슬펐지만, 그 문제를 이렇게 한 번에 해결해 주심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지금껏 저희 첫째 아이는 나무랄 데 없이 알아서 너무 잘하는 착한 아이
라고 생각해왔었는데, 그것은 제가 아이를 통제하고 아이가 제게 마음 놓고 이야기하지
못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아이의
입장을 이해하며 대화하니 아이의 마음도 풀어지면서 이제는 편하게 대화를 잘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많이 사랑하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이 있었는데,
이제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고 나는 엄마를 가장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있습
니다.
부모학교는 매주 과제로 실천해 본 것을 제출해야 하기에 더욱 집중력 있게 실천하게 되
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것은, 다른 분들의 상황들을 보고 강사님께서 잘한
것, 수정할 것들을 지적해주심으로써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
리가 비록 직접 만나본 것은 아니지만, 각자의 부끄럽고 미숙하고 아팠던 부분을 공유
했기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안타까워하고 기도하게 되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동지애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종강하는 날, 우리 모두 지금만 반
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모가 될 수 있길 진심으로 응원하며 마
무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갈급했던 시기에 더 시간이 지나갔다면, 아이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나도 포기해버렸을 그 시기에 부모학교에 참여하게 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저희를 기도와 상담으로 이끌어주시고, 우리들의 가정들을 세우시는 데
온 힘을 다해주시는 강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는 많은 지식들과 코치를
받았기에 적용에 집중하려 합니다. 다음 학기에도 정말 필요한 가정에 기회가 가길 같
이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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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를 읽는 부모’ 강의를 듣고
황은정A 집사(우면 공동체)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1년 8개월… 예배도, 수업도, 순예배도,
LTS훈련까지 ZOOM으로 대체된 상황에서 사람 만나는 것이 조심
스럽고, 때론 비난의 대상이 되는 희한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 누
구도 끝을 장담할 수 없는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언컨택트 사회는
숙명이 되어 버렸습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 아이들은 대면수업과 온라인수업을 오갔습니
다. 회식이 사라진 남편의 귀가시간도 빨라졌으며 작년 겨울방학이 끝날 무렵 터진 코로
나로 오매불망 기다리던 개학은 물 건너갔습니다. 엄마들은 삼시 세끼 가족들의 식사를
차리고 아이들의 공부를 봐주며 틈만 나면 게임을 하거나 동영상을 보려는 아이들과 실
랑이까지 하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주변의 환경은 급변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선 장사를 하지 못하고 손
님이 없어 가게문을 닫는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이 이어지는데, 다른 한쪽에선 발빠르게
새벽배송, 배달음식, 무인 시스템 도입 등으로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급성장하는 업체
들이 생겨났습니다. 유튜브와 넷플릭스, 메타버스 등이 우리 삶 속으로 쑥 들어왔습니다.
직접 대면하여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로 더 많이 소통하게 되었는데, 어떤 사
람들은 그 편이 더 낫다고도 합니다. 편리한 단절, 불필요한 감정 소모 감소, 사생활 보장
등이 장점이라고는 하지만 ‘과연 좋기만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대를 읽는 부모’ 강의들은 정말 유익했습니다. 그동안 막연한 두려움으로 바라만 보았
던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이 이해되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알게 되었습니다.
매 학기 새로운교회의 ‘새로운’ 시도들이 기대되고 늘 기대 이상입니다. 미래의 주역이 되
어 세상과 열방으로 나아갈 우리 뉴젠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키워 내기 위해서
는 부모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뉴젠 교사로서 내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모저모를 다방면
으로 읽어보고 매 강의마다 소감문을 제출하기 위해 한 번 더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었
던 시간들이 참 소중했습니다. 모든 강의에 해설을 해 주신 한 홍 담임목사님과 온라인 부
모학교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써 주신 모든 손길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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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김지희D 성도(C강남 공동체)

박자영 성도(우면 공동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
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출1:7

제겐 늘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먼저 앞서고 주님을 어렵게만 생각했던 저는 커피브레이크의
자리, 순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앞에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저의 가장 약한 부분을 먼저 앞세워 핑계거리를 만들며 애써 외
면 하려 했었던 저는 주님과의 교제가 왜 그리 힘들었을까요. 아
픔과 괴로움으로 제 상처가 너무 커 방황하며 지낸 지난 몇 년
동안 공황증상으로 약 없이는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몸과 마음이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 저를 보았습니
다. 하나님…저를 도와주세요…

첫 시간을 준비하며 잠잠히 묵상을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벅차
던지… 눈물이 멈추지 않았던 그 감격이 지금도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말씀으로 구해 주시며 먹이시고 살게 하시는 주님을 찬
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며 내게 보여주실 출애굽을 기대하며 커피
브레이크를 신청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또 생각하고 성
령님께 묻고 들으며 말씀의 구절구절마다에 새겨져 있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말씀대로 이루어가심을 보고 말
씀을 실제 살아갈 수 밖에 없음을 깊이 깨닫고 고백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직 부
족하지만 성경을 보는 시선도 조금 넓어지는듯 합니다. 틀에 박힌 생각에서 벗어나
유연하게.. 나무에만 집중하지 않고 숲도 보고 꽃과 풀도 함께 보며 경청하는 훈련
도 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으로 보고 느끼게 되면서 말씀이 금과 은보다 귀하
며 꿀 송이보다 더 달고 오묘함을.. 말씀을 통해 큰 은혜를 받는 시간이 너무 감사합
니다. 하나님 마음을 알도록 매시간 이끌어 주시고 정리되지 않은 말들로 나눌 때에
도 격려해 주시며 위로 주신 인도자님과 풍성한 나눔으로 도전을 주었던 7조 자매
님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조 안에서 서로를 위해 전심으로 중보기도하는 것 또한 은
혜였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새로운교회와
또 나를 통하여 큰 일 이루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출애굽!! 을 잠잠히 기도하며 기쁘
게 기다립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의 이유되신 나의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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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과 기도로 평온함을 주셨던 시간

우연한 기회에 연락을 한참 하지 못했던 저의 멘토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고 커피브
레이크 새싹조로 인도하심에 무언가가 나를 이끌듯 저도 모르게 기꺼이 하고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새싹조 안에서 사랑하는 자매님들과의 말씀 나눔은 예전에 느
꼈을 때와는 너무나 다른 은혜가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가끔씩 드는 하나님이 주시
지 않는 마음들은 인도자님들의 기도로 순식간에 비워지고 평온함을 주었습니다.
새싹조에서 짝기도를 통해 인도자님들이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
다. 마음으로 조용히 기도하는걸 좋아하는 제게 주님은 놀라운 기적을 주셨습니다.
자매님들과 인도자님들을 위해 진심을 다해 기도하며 함께 기도문을 올리면서 생각
지도 못했던 아버지를 향한 마음문이 열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중보
기도를 하는 가운데 제 아픔이 치유됨을 조금씩 경험하면서 저는 더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생김을 알게 되었습니다. 거부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라 귀하게 생각하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며 상처를 어루만져 주는
쓰임 받는 자녀가 되겠습니다. 이 모든 저의 변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알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 Dream a New Dream

_95

‘커피브레이크’ 간증문

모세의 지팡이와 같이 쓰임 받는 삶
길애경 성도(W서초 공동체)
작년 2월부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가정이 하나되어 정착
할 수 있는 올바른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찾고 또
찾던 중 유튜브를 통해 새로운교회를 보여주셨습니다. 2021년
9월에 새가족등록을 하고 큰딸은 청년1부에 속해서 큰 은혜를
받으면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주일 설교본문 말씀을
미리 공부하고 나눔을 갖는 순모임을 통해 신선하고 풍성한 은
혜를 받았는데 아쉽게도 순모임 방학이 되었습니다. 그 공백기
간을 시간 낭비할 수 없다는 생각에 커피브레이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믿은 지 꽤 오랜 세월을 지나오면서 다양한 형태의 말씀 공부를 했었지만 이
번 커피브레이크 성경 공부를 신청 할 때의 저의 심정은 내 인생에 출애굽기를 깊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매 시간을 최선
을 다해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조장님께서는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한 구절 한 구절 깊이
있게 묵상 할 수 있도록 질문해 주셨고, 조원들도 순수하고 깊이 있게 서로 나눔을
주고 받으면서 출애굽기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의 모습들과 모세의 파란
만장한 인생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사랑, 동행하심, 사명주시고 용기도 주시는 하나
님의 성품들을 다시금 깨닫고 저 역시 힘과 용기를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매시간이 기다려졌고 말씀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축복된 공동체로 인도하신 하나님
께 정말 감사드리며, 나와 우리 가정을 버려두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
시는 주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
운 그의 언약으로 그 자손을 돌보시며 모세를 택하시고 훈련시키고 사명 주신 말씀
을 공부하였습니다. 그야말로 양칠 때 사용하던 평범하고 보잘 것 없는 모세의 지팡
이 역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 백성을 출애굽시키는데 사용되는 기적의 지
팡이가 되는 것을 묵상하면서 나의 지나온 인생 역시 허물 많은 보잘 것 없는 모습이
었음을 보게 됩니다. 나의 열심과 의욕을 앞세워 주님의 일을 해보겠다고 애쓰고 힘
썼던 세월들이 훌쩍 지나가 이제는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있는 내 모습을 비추어 보
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새로운교회로 나를 인도하셨고 풍성한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사 주님께 집중의 삶을 배우고 세월을 아끼며 살다가 주님께 안기도
록 복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2월 수요기도예배
2/02 [설연휴]
2/16 [강정현 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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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오후 12시
문의: 이은정 목사 02-500-8909, estherlee@saeroun.net
▶

▶

2/09 [강현구 목사]
2/23 [김선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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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