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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새벽예배 설교: 한 홍 목사
매주 화~토 6:20am
새로운교회 (컨벤션홀)

QT칼럼 2022.3

“믿음의 언어로 축복의 미래를 열자”
누구나 자기 인생을 되돌아 볼 때, 정말 뼈저리게 후회되는 어떤 실수나 실
패가 있었을 것입니다. 출애굽하여 광야를 행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뼈아픈 후회의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일 것입
니다. 출애굽한지 1년 반 만에 도달한 그곳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남쪽
관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담대히 진군했더라면 그들은 바로 약
속의 땅으로 진입하여 축복과 승리를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약속을 100% 신뢰하지 못하고 먼저 정탐꾼들을 보
내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녀온 열 두 정탐꾼 중 열 정탐꾼들의 부정
적인 말을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자신들은 이제 다 죽었다고 했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광야로 유턴시키셔서 38년을 유리방황하게 하시면서 원망
의 말을 한 출애굽 1세대를 다 죽게 하셨습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파괴적 파급효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네게 행하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의 말에 책임을 지게 하십니다. “죽고 사
는 것이 혀의 능력에 달려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의
말, 비전의 말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정탐꾼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
아만은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고 했습니다. 비전의 언어는 축복의 미래를 엽니다. 실제로 40년 후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 후손들도 복을 받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언어로 백성들을 이끌어 축복의 미래를 열어줄 하나님의 지도자들
이 필요합니다.
19세기 중반 덴마크는 프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참패를 당했습니다. 영토의
1/3을 빼았겼는데, 그 빼앗긴 지역은 가장 기름진 곡창지대였습니다. 이제는 황무지 같은 땅만
남은 데다가 막대한 배상금까지 물어 주게 되면서 나라 경제는 파탄이 났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직장을 잃었고 젊은이들은 절망감과 패배의식으로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니
콜라이 그룬트비(Nikolai Gruntuvi)라는 목사님이 분연히 일어나 덴마크 국민들을 깨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자연을 사랑하자! 나라를 사랑하자!” 이렇게 3애 정신을 외친 그룬트비는
농민학교를 세우고 성경을 바탕으로 기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가 세운 학교는 자발적으로 입
학한 학생들이 먹고 자고 일하고 공부하고 토론하면서 적극적인 개척정신으로 나라의 새로운 미
래를 준비하게끔 했습니다.
“물리적 힘이 아니라 위대한 국민성으로 새로운 국가를 건설하자!”고 외친 그룬트비는 성경에
기초한 국민성격개조운동과 농촌부흥운동을 벌였습니다. 황무지를 개간하고 나무를 심는 등 오
늘날 덴마크가 세계적 농업국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는 “은과 금은 내
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사도행전 3:6 말씀을 굳게 의지했습니다. 그룬트비의 믿음의 리더십으로 인해 덴마크는 패전의
아픔을 딛고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덴마크의 평균 국민소득은 그들을 전쟁에서 패배시켰던 독일
을 훨씬 앞섭니다. 또한 덴마크는 오늘날 OECD 국가 중에서 행복지수 1-2위를 다투는 아름답
고 강한 일류국가가 되었습니다. 그 모든 기적의 기틀을 다진 것이 바로 덴마크의 국부로 추앙받
는 비전의 지도자 그룬트비였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갈렙과 여호수아 같은 리더였습니다.
절망의 시대, 혼돈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
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축복의 미래를 여실 것입니다.
새로운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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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

[삼일절] 민족을

2 수

[D-37] 하나님의 크신 섭리 (창 45:1-15)

3 목

[D-38] 요셉의 형들이 바로왕 궁정의 축복을 받다 (창 45:16-24)

4 금

[D-39] 드디어 야곱에게 기쁨이 오다 (창 45:25-28)

5 토

[D-40]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창 46:1-3)

6 주일

[‘뷰티풀 광야’시리즈 12]

7 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엡 6:10-17)

8 화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창 46:4-7)

9 수

[제20대 대통령 선거] 어떤 왕을 세울 것인가 (신 17:14-20)

를 통해
‘새로운 QT’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위한 기도 (느 1:1-11)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기 (눅 4:1-13)

10 목

야곱과 요셉이 다시 만나다 (창 46:28-34)

11 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창 47:1-6)

12 토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다 (창 47:7-12&창 47:27-31)

13 주일

[‘다윗-새벽을 깨운 사람’시리즈 64]

14 월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시 62:1-12)

15 화

요셉의 지혜로운 국가 경영 (창 47:13-26)

16 수

야곱이 유언을 준비하다 (창 48:1-7)

17 목

엇갈린 두 손의 축복 (창 48:8-20)

18 금

야곱이 열두 아들을 축복하다(1) (창 49:1-13)

19 토

야곱이 열두 아들을 축복하다(2) (창 49:14-28)

20 주일

[‘다윗-새벽을 깨운 사람’시리즈 65]

21 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시 2:1-12)

22 화

후손들을 위한 영적 교두보 구축 (창 49:29-33)

23 수

요셉이 야곱의 장례를 치르다 (창 50:1-14)

24 목

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다 (창 50:15-21)

25 금

요셉의 죽음 (창 50:22-26)

26 토

요셉 인생의 위대함 (시 105:12-24)

27 주일

[‘다윗-새벽을 깨운 사람’시리즈 66]

28 월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14-21)

29 화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벧전 1:1-2)

30 수

산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벧전 1:3-5)

31 목

금보다 더 귀한 믿음 (벧전 1:6-9)

아들의 반역 (삼하 15:1-12)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다 (삼하 15: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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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 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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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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을 위한 기도
(느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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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_새로운 큐티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
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
스다 왕 제이십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 궁
에 있는데

7

2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
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유다와 예
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8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
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9
3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
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
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
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
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4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
도하여

10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
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
이다

5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
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
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11

6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
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
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
하여

1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
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
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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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2

하나님의 크신 섭리
(창 45:1-15)

D-37/40
1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
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
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 때에 그와 함께 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9

10
2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
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3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형들
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4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
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5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
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
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
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
고 내게로 내려오사

[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
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11 흉년이

아직 다섯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
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12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13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
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
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4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
6

이 땅에 이 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 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15

10_새로운 큐티

7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
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
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
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
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
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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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03

요셉의 형들이 바로왕 궁정의 축복을 받다
(창 45:16-24)

D-38/40
16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21

When the news reached Pharaoh's palace that Joseph's
brothers had come, Pharaoh and all his officials were
pleased.

17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령
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을 싣
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
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22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 오라
"You are also directed to tell them, 'Do this: Take some
carts from Egypt for your children and your wives, and
get your father and come.

20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을 주되 베
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To each of them he gave new clothing, but to Benjamin
he gave three hundred shekels of silver and five sets of
clothes.

23

and bring your father and your families back to me. I will
give you the best of the land of Egypt and you can enjoy
the fat of the land.'

19

묵상 Meditation

So the sons of Israel did this. Joseph gave them carts,
as Pharaoh had commanded, and he also gave them
provisions for their journey.

Pharaoh said to Joseph, "Tell your brothers, 'Do this:
Load your animals and return to the land of Canaan,

18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새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
양식을 주며

[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버지에게 보내되
수나귀 열 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
리고 암나귀 열 필에는 아버지에게 길에서
드릴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And this is what he sent to his father: ten donkeys loaded
with the best things of Egypt, and ten female donkeys
loaded with grain and bread and other provisions for his
journey.

24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Then he sent his brothers away, and as they were
leaving he said to them, "Don't quarrel on the way!"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
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Never mind about your belongings, because the best of
all Egypt will be yours.' "

12_새로운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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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요일

04

드디어 야곱에게 기쁨이 오다
(창 45: 25-28)

D-35/40
D-39
25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
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27

So they went up out of Egypt and came to their father
Jacob in the land of Canaan.

[40일 특별새벽기도회]
[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크신 섭리
크신 섭리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But when they told him everything Joseph had said to
them, and when he saw the carts Joseph had sent to
carry him back, the spirit of their father Jacob revived.

26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 하더니
They told him, 'Joseph is still alive! In fact, he is ruler of all
Egypt.' Jacob was stunned; he did not believe them.

14_새로운 큐티

28

이스라엘이 이르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
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And Israel said, "I'm convinced! My son Joseph is still
alive. I will go and see him before I die."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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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05

내가거기서너로큰민족을이루게하리라
(창 46:1-3)

D-40/40
1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
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So Israel set out with all that was his, and when he
reached Beersheba, he offered sacrifices to the God of
his father Isaac.

2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
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And God spoke to Israel in a vision at night and said,
'Jacob! Jacob!' 'Here I am,' he replied.

16_새로운 큐티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
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
을 이루게 하리라

[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I am God, the God of your father,' he said. 'Do not be
afraid to go down to Egypt, for I will make you into a
great nation there.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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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06

[‘뷰티풀 광야’시리즈 12]

광야의 시험에서 승리하기
(눅 4:1-13)

[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1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 강에
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
게 이끌리시며

8

Jesus, full of the Holy Spirit, returned from the Jordan
and was led by the Spirit in the desert,
2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
하매 주리신지라

Jesus answered, "It is written: 'Worship the Lord your
God and serve him only.' "
9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10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
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11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
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12

The devil led him up to a high place and showed him in
an instant all the kingdoms of the world.
6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네
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 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And he said to him, 'I will give you all their authority and
splendor, for it has been given to me, and I can give it to
anyone I want to.

7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치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they will lift you up in their hands, so that you will not
strike your foot against a stone.' "

Jesus answered, "It is written: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
5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
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For it is written: " 'He will command his angels
concerning you to guard you carefully;

The devil said to him, 'If you are the Son of God, tell this
stone to become bread.'
4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
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
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The devil led him to Jerusalem and had him stand on
the highest point of the temple. 'If you are the Son of
God,' he said, 'throw yourself down from here.

where for forty days he was tempted by the devil. He
ate nothing during those days, and at the end of them
he was hungry.
3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
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Jesus answered, "It says: 'Do not put the Lord your
God to the test.' "

13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When the devil had finished all this tempting, he left
him until an opportune time.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네 것
이 되리라
So if you worship me, it will all be yours.'

18_새로운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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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07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엡 6:10-17)

[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10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
로 강건하여지고

14

Stand firm then, with the belt of truth buckled around your
waist, with the breastplate of righteousness in place,

Finally,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his mighty power.

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
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15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
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
함이라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In addition to all this, take up the shield of faith, with
which you can extinguish all the flaming arrows of the
evil one.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17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
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authorities, against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 and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s.

13

묵상 Meditation

and with your feet fitted with the readiness that comes
from the gospel of peace.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so that you can take your
stand against the devil's schemes.

12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을 가지라
Take the helmet of salvation and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Therefore put on the full armor of God, so that when
the day of evil comes, you may be able to stand your
ground, and after you have done everything, to stand.

20_새로운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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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내가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창 46:4-7)

[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4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
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
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6

I will go down to Egypt with you, and I will surely bring you
back again. And Joseph's own hand will close your eyes."

5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
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
들을 태우고
Then Jacob left Beersheba, and Israel's sons took their
father Jacob and their children and their wives in the
carts that Pharaoh had sent to transport him.

22_새로운 큐티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They also took with them their livestock and the
possessions they had acquired in Canaan, and Jacob
and all his offspring went to Egypt.

7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
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He took with him to Egypt his sons and grandsons and
his daughters and granddaughters-all his offspring.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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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

[제20대 대통령 선거]

어떤 왕을 세울 것인가
(신 17:14-20)

[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14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
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
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
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When you enter the land the LORD your God is giving
you and have taken possession of it and settled in
it, and you say, 'Let us set a king over us like all the
nations around us,'

15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
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
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
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When he takes the throne of his kingdom, he is to write
for himself on a scroll a copy of this law, taken from
that of the priests, who are Levites.

19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
이요 네 형제 아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
지 말 것이며
be sure to appoint over you the king the LORD your God
chooses. He must be from among your own brothers.
Do not place a foreigner over you, one who is not a
brother Israelite.

16

18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It is to be with him, and he is to read it all the days of his
life so that he may learn to revere the LORD his God
and follow carefully all the words of this law and these
decrees

20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
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
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
구하리라
and not consider himself better than his brothers and
turn from the law to the right or to the left. Then he
and his descendants will reign a long time over his
kingdom in Israel.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The king, moreover, must not acquire great numbers
of horses for himself or make the people return to
Egypt to get more of them, for the LORD has told you,
'You are not to go back that way again.'
17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
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He must not take many wives, or his heart will be led
astray. He must not accumulate large amounts of
silver and gold.

24_새로운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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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과 요셉이 다시 만나다
(창 46: 28-34)

[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28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
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32

Now Jacob sent Judah ahead of him to Joseph to get
directions to Goshen. When they arrived in the region of
Goshen,

29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
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
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Joseph had his chariot made ready and went to
Goshen to meet his father Israel. As soon as Joseph
appeared before him, he threw his arms around his
father and wept for a long time.

30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
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
금 죽어도 족하도다
Israel said to Joseph, 'Now I am ready to die, since I
have seen for myself that you are still alive.'

31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
이다 하리니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The men are shepherds; they tend livestock, and they
have brought along their flocks and herds and everything
they own.'

33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
엇이냐 묻거든
When Pharaoh calls you in and asks, 'What is your
occupation?'

34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
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
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
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
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you should answer, 'Your servants have tended livestock
from our boyhood on, just as our fathers did.' Then you
will be allowed to settle in the region of Goshen, for all
shepherds are detestable to the Egyptians."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
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
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
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Then Joseph said to his brothers and to his father's
household, "I will go up and speak to Pharaoh and will
say to him, 'My brothers and my father's household, who
were living in the land of Canaan, have come to me.

26_새로운 큐티

2022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 Dream a New Dream

_27

MAR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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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창 47:1-6)

[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1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이르되 내 아
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
이다 하고

4

그의 형들 중 다섯 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They also said to him, "We have come to live here awhile,
because the famine is severe in Canaan and your
servants' flocks have no pasture. So now, please let your
servants settle in Goshen."

Joseph went and told Pharaoh, "My father and
brothers, with their flocks and herds and everything
they own, have come from the land of Canaan and are
now in Goshen."

2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
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 떼를 칠 곳이 없기
로 종들이 이 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
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5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아버지
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Pharaoh said to Joseph, "Your father and your brothers
have come to you,

He chose five of his brothers and presented them
before Pharaoh.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3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
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
이다 하고
Pharaoh asked the brothers, "What is your occupation?"
"Your servants are shepherds," they replied to Pharaoh,
"just as our fathers were."

28_새로운 큐티

6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버지와 네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
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
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and the land of Egypt is before you; settle your father
and your brothers in the best part of the land. Let them
live in Goshen. And if you know of any among them with
special ability, put them in charge of my own live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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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다
(창 47:7-12 & 창 47:27-31)

(창 47:7-12)
7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창 47:27-31)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27

Then Joseph brought his father Jacob in and presented
him before Pharaoh. After Jacob blessed Pharaoh,
8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Pharaoh asked him, "How old are you?"

9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
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
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28

29

30

So Joseph settled his father and his brothers in Egypt
and gave them property in the best part of the land, the
district of Rameses, as Pharaoh directed.
12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Joseph also provided his father and his brothers and
all his father's household with food, according to the
number of their children.

30_새로운 큐티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
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
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When the time drew near for Israel to die, he called for
his son Joseph and said to him, 'If I have found favor in
your eyes, put your hand under my thigh and promise
that you will show me kindness and faithfulness. Do
not bury me in Egypt,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
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야곱이 애굽 땅에 십칠 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백사십칠 세라
Jacob lived in Egypt seventeen years, and the years of
his life were a hundred and forty-seven.

Then Jacob blessed Pharaoh and went out from his
presence.
11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Now the Israelites settled in Egypt in the region of
Goshen. They acquired property there and were fruitful
and increased greatly in number.

And Jacob said to Pharaoh, "The years of my
pilgrimage are a hundred and thirty. My years have
been few and difficult, and they do not equal the years
of the pilgrimage of my fathers."
10

묵상 Meditation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
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
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
리이다
but when I rest with my fathers, carry me out of Egypt
and bury me where they are buried.' 'I will do as you
say,' he said.

31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
님께 경배하니라
'Swear to me,' he said. Then Joseph swore to him, and
Israel worshiped as he leaned on the top of his sta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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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새벽을 깨운 사람’시리즈 64]

아들의 반역
(삼하 15:1-12)

[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1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
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오십 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7

사 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
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
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2

압살롬이 일찍이 일어나 성문 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
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
나이다 하면

8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에 서원하
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
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
기리이다 하였나이다

9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네 일이 옳
고 바르다마는 네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
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10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
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
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
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11

그 때 청함을 받은 이백 명이 압살롬과 함
께 예루살렘에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
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
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12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
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
가매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
지니라

3

4

5

6

32_새로운 큐티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
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
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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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14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시 62:1-12)

[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1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
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7

MysoulfindsrestinGodalone;mysalvationcomesfromhim.

2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
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My salvation and my honor depend on God; he is my
mighty rock, my refuge.

8

He alone is my rock and my salvation; he is my fortress,
I will never be shaken.

3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
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
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
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 하니 입으로는 축
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9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
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
하리로다
He alone is my rock and my salvation; he is my fortress,
I will not be shaken.

34_새로운 큐티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
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
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
우리로다

10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
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
을 두지 말지어다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Do not trust in extortion or take pride in stolen goods;
though your riches increase, do not set your heart on them.

11

Find rest, O my soul, in God alone; my hope comes from him.

6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Lowborn men are but a breath, the highborn are but a
lie; if weighed on a balance, they are nothing; together
they are only a breath.

They fully intend to topple him from his lofty place; they
take delight in lies. With their mouths they bless, but in
their hearts they curse. Selah

5

묵상 Meditation

Trust in him at all times, O people; pour out your hearts
to him, for God is our refuge. Selah

How long will you assault a man? Would all of you throw
him down-this leaning wall, this tottering fence?

4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
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One thing God has spoken, two things have I heard: that
you, O God, are strong,

12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
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and that you, O Lord, are loving. Surely you will reward each
person according to what he has d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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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15

요셉의 지혜로운 국가 경영
(창 47:13-26)

[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13

14

15

16

17

18

19

36_새로운 큐티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
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
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
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
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
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 떼와 소 떼와 나귀
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
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먹을 것
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
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
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
리의 가축 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
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
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
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
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20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
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
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21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
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22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
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
가 주는 녹을 먹으므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23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24

추수의 오분의 일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오
분의 사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 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25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
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26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오분의 일
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
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
르니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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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이 유언을 준비하다
(창 48:1-7)

[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1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5

Some time later Joseph was told, 'Your father is ill.' So
he took his two sons Manasseh and Ephraim along
with him.

2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네 아들 요셉
이 네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
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Now then, your two sons born to you in Egypt before I
came to you here will be reckoned as mine; Ephraim
and Manasseh will be mine, just as Reuben and
Simeon are mine.

6

When Jacob was told, 'Your son Joseph has come to
you,' Israel rallied his strength and sat up on the bed.

이들 후의 네 소생은 네 것이 될 것이며 그
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
으리라
Any children born to you after them will be yours; in the
territory they inherit they will be reckoned under the
names of their brothers.

3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
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Jacob said to Joseph, 'God Almighty appeared to me at
Luz in the land of Canaan, and there he blessed me

4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
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
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
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7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 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
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As I was returning from Paddan, to my sorrow Rachel
died in the land of Canaan while we were still on the
way, a little distance from Ephrath. So I buried her
there beside the road to Ephrath' (that is, Bethlehem).

and said to me, 'I am going to make you fruitful and will
increase your numbers. I will make you a community
of peoples, and I will give this land as an everlasting
possession to your descendants after you.'

38_새로운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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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두 손의 축복
(창 48:8-20)

[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8

9

10

11

40_새로운 큐티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이르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아뢰되 이는 하나
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
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
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말미암아 어두워
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
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15

16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
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
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
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17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18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
옵소서 이는 장자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
에 얹으소서 하였으나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
는 생각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도다

12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13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
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이스
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
게 가까이 나아가매

14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
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리
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
어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
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
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
신 하나님,

19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
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
족을 이루리라 하고

20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
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네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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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이 열두 아들을 축복하다(1)
(창 49:1-13)

[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8

2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9

3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
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
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11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
에 빨리로다

4

5

6

7

42_새로운 큐티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
지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
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
게 이르리라

1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
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
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
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
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
이로다

12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
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13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 곳은 배 매
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
서 흩으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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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19

야곱이 열두 아들을 축복하다(2)
(창 49:14-28)

[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23

15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
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24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
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16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25

17

단은 길섶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
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
로다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26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
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18

1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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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
고 그를 쏘았으나

잇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
한 나귀로다

14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납달리는 놓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
를 발하는도다

22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
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7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라 아침에는 빼앗
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
다

28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
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
로 축복하였더라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21

묵상 Med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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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일

20

[‘다윗-새벽을 깨운 사람’시리즈 65]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치다
(삼하 15:13-37)

[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
요 너도 돌아가고 네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
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
니라

21

잇대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
아 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 계심으로 맹세
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 곳에 있겠나
이다 하니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우리 주 왕께서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보
소서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더라

22

다윗이 잇대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
매 가드 사람 잇대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왕이 나갈 때에 그의 가족을 다 따르게 하
고 후궁 열 명을 왕이 남겨 두어 왕궁을 지
키게 하니라

23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
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벧메르
학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

24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
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육백
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레위 사람
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25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
지라

14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
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15

16

17

18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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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3

그 때에 왕이 가드 사람 잇대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
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네 곳
에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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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26

33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34

그러나 네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
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이니
이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의 종이었더
니 이제는 내가 왕의 종이니이다 하면 네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패하게 하
리라

35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
기 있지 아니하냐 네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
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알리라

27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
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네 아
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28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29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
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
니라

36

다윗이 감람 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
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
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그들의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아스와 아
비아달의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
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식을 알릴지니라 하는지라

37

다윗의 친구 후새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30

48_새로운 큐티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
옵소서 하리라

31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
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
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
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32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새가 옷을 찢고 흙을 머
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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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

21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시 2:1-12)

[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1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
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7

Why do the nations conspire and the peoples plot in
vain?

2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8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
을 비웃으시리로다

9

그 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
게 하여 이르시기를

10

11

12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
다 하시리로다
'I have installed my King on Zion, my holy hill.'

50_새로운 큐티

네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림이여 질그릇
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
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적용 Application

Therefore, you kings, be wise; be warned, you rulers of
the earth.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
할지어다
Serve the LORD with fear and rejoice with trembling.

Then he rebukes them in his anger and terrifies them
in his wrath, saying,

6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You will rule them with an iron scepter; you will dash
them to pieces like pottery.'

The One enthroned in heaven laughs; the Lord scoffs
at them.

5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Ask of me, and I will make the nations your inheritance,
the ends of the earth your possession.

'Let us break their chains,' they say, 'and throw off their
fetters.'

4

묵상 Meditation

I will proclaim the decree of the LORD: He said to me,
'You are my Son; today I have become your Father.

The kings of the earth take their stand and the rulers
gather together against the LORD and against his
Anointed One.

3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
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
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
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Kiss the Son, lest he be angry and you be destroyed
in your way, for his wrath can flare up in a moment.
Blessed are all who take refuge in h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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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

22

후손들을 위한 영적 교두보 구축
(창 49:29-33)

[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29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
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
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
하라

32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The field and the cave in it were bought from the
Hittites.'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Then he gave them these instructions: 'I am about to
be gathered to my people. Bury me with my fathers in
the cave in the field of Ephron the Hittite,

33

30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
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
므로
the cave in the field of Machpelah, near Mamre in
Canaan, which Abraham bought as a burial place from
Ephron the Hittite, along with the field.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
로 돌아갔더라
When Jacob had finished giving instructions to his
sons, he drew his feet up into the bed, breathed his last
and was gathered to his people.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31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
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
으며 나도 레아를 그 곳에 장사하였노라
There Abraham and his wife Sarah were buried, there
Isaac and his wife Rebekah were buried, and there I
buried L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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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일

23

요셉이 야곱의 장례를 치르다
(창 50:1-14)

[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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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구푸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 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
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
에게 그대로 하되

8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
이들과 양 떼와 소 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9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떼
가 심히 컸더라

3

사십 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칠십 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10

그들이 요단 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칠 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4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
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11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
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
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
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 강 건너편이더라

5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 놓은 묘
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
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
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6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
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

7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
굽 땅의 모든 원로와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 Application
12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
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13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
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
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
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14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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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이 형들을 위로하다
(창 50:15-21)

[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15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
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
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나 아니할까 하고

19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
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But Joseph said to them, "Don't be afraid. Am I in the
place of God?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When Joseph's brothers saw that their father was
dead, they said, "What if Joseph holds a grudge against
us and pays us back for all the wrongs we did to him?"
20

16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
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You intended to harm me, but God intended it for good
to accomplish what is now being done, the saving of
many lives.

So they sent word to Joseph, saying, 'Your father left
these instructions before he died:

21
17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
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
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
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
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
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So then, don't be afraid. I will provide for you and your
children."Andhereassuredthemandspokekindlytothem.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This is what you are to say to Joseph: I ask you to
forgive your brothers the sins and the wrongs they
committed in treating you so badly.' Now please forgive
the sins of the servants of the God of your father." When
their message came to him, Joseph wept.

18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
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His brothers then came and threw themselves down
before him. 'We are your slaves,' they said.

56_새로운 큐티

2022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 Dream a New Dream

_57

MAR

금요일

25

요셉의 죽음
(창 50:22-26)

[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22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백십 세를 살며

25

Joseph stayed in Egypt, along with all his father's
family. He lived a hundred and ten years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
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
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
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And Joseph made the sons of Israel swear an oath
and said, 'God will surely come to your aid, and then
you must carry my bones up from this place.'

23

에브라임의 자손 삼대를 보았으며 므낫세
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었더라
and saw the third generation of Ephraim's children.
Also the children of Makir son of Manasseh were
placed at birth on Joseph's knees.

26

요셉이 백십 세에 죽으매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So Joseph died at the age of a hundred and ten. And after
they embalmed him, he was placed in a coffin in Egypt.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4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
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
시리라 하고
Then Joseph said to his brothers, 'I am about to die.
But God will surely come to your aid and take you up
out of this land to the land he promised on oath to
Abraham, Isaac and Jac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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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 인생의 위대함
(시 105:12-24)

[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12

그 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의 나
그네가 되었고

19

When they were but few in number, few indeed, and
strangers in it,

13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떠돌아다녔도다

till what he foretold came to pass, till the word of the
LORD proved him true.

20

they wandered from nation to nation, from one
kingdom to another.

14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
들을 꾸짖어

16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
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Do not touch my anointed ones; do my prophets no harm.'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21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음이여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and he sent a man before them-Joseph, sold as a slave.

18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함이여 뭇 백
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He made him master of his household, ruler over all
he possessed,

22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
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to instruct his princes as he pleased and teach his
elders wisdom.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23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감이여 야곱
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Then Israel entered Egypt; Jacob lived as an alien in
the land of Ham.

He called down famine on the land and destroyed all
their supplies of food;

17

묵상 Meditation

The king sent and released him, the ruler of peoples
set him free.

He allowed no one to oppress them; for their sake he
rebuked kings:

15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
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24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을 크게 번성하게
하사 그의 대적들보다 강하게 하셨으며
The LORD made his people very fruitful; he made
them too numerous for their foes,

그의 발은 차꼬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Theybruisedhisfeetwithshackles,hisneckwasputinir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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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새벽을 깨운 사람’시리즈 66]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 3:1-8)

[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1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5

O LORD, how many are my foes! How many rise up
against me!

2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
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I lie down and sleep; I wake again, because the LORD
sustains me.

6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
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I will not fear the tens of thousands drawn up against
me on every side.

Many are saying of me, 'God will not deliver him.' Selah

3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7

But you are a shield around me, O LORD; you bestow
glory on me and lift up my head.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Arise, O LORD! Deliver me, O my God! Strike all my
enemies on the jaw; break the teeth of the wicked.

4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To the LORD I cry aloud, and he answers me from his
holy hill. Selah

8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From the LORD comes deliverance. May your blessing
be on your people. Se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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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 12:14-21)

[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14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8

Bless those who persecute you; bless and do not
curse.

15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
어 화목하라
If it is possible, as far as it depends on you, live at peace
with everyone.

19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
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
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Do not take revenge, my friends, but leave room for
God's wrath, for it is written: "It is mine to avenge; I will
repay," says the Lord.

16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Live in harmony with one another. Do not be proud, but
be willing to associate with people of low position. Do
not be conceited.

적용 Application
20

네 원수가 주리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
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
에 쌓아 놓으리라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On the contrary: 'If your enemy is hungry, feed him; if
he is thirsty, give him something to drink. In doing this,
you will heap burning coals on his head.'

17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
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Do not repay anyone evil for evil. Be careful to do what
is right in the eyes of everybody.

21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Do not be overcome by evil, but overcome evil with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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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벧전 1:1-2)

[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1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
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
어진 나그네
Peter, an apostle of Jesus Christ, To God's elect,
strangers in the world, scattered throughout Pontus,
Galatia, Cappadocia, Asia and Bithynia,

2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
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
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
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
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who have been chosen according to the foreknowledge
of God the Father, through the sanctifying work of the
Spirit, for obedience to Jesus Christ and sprinkling by
his blood: Grace and peace be yours in abundance.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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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소망되신 예수 그리스도
(벧전 1:3-5)

[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
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Praise be to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In his great mercy he has given us new birth
into a living hope through the resurrection of Jesus
Christ from the dead,

4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
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
에 간직하신 것이라
and into an inheritance that can never perish, spoil or
fade-kept in heaven for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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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who through faith are shielded by God's power until the
coming of the salvation that is ready to be revealed in
the last time.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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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보다 더 귀한 믿음
(벧전 1:6-9)

[창세기/베드로전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
6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
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8

In this you greatly rejoice, though now for a little while
you may have had to suffer grief in all kinds of trials.

7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
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
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묵상 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Though you have not seen him, you love him; and even
though you do not see him now, you believe in him and
are filled with an inexpressible and glorious joy,

9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for you are receiving the goal of your faith, the salvation
of your souls.

적용 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These have come so that your faith-of greater worth
than gold, which perishes even though refined by firemay be proved genuine and may result in praise, glory
and honor when Jesus Christ is revea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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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예배 가이드 ]

[나

눔]

▶ 3월 넷째주 (3/20-26)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 3:1-8)
▶ 3월 다섯째주 (3/27-4/2)
다윗이 므비보셋을 오해하다 (삼하 16:1-4 & 19:24-30)

04

[순예배 가이드] 3월 넷째주 (3/20-26) [‘다윗-새벽을

깨운 사람’시리즈 66]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3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관찰/해석

But you are a shield around me, O LORD; you bestow glory
on me and lift up my head.

지난주 설교 나눔

4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To the LORD I cry aloud, and he answers me from his holy
hill. Selah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시 3:1-8)

관찰/해석
1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5

O LORD, how many are my foes! How many rise up against me!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I lie down and sleep; I wake again, because the LORD 		
sustains me.

2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Many are saying of me, 'God will not deliver him.' Selah

6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I will not fear the tens of thousands drawn up against me
on every side.

*셀라(2절) 이 단어는 음악용어로, '높임', '중지'란 뜻의 '살랄'이란 단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이는데, 찬양하다가 음성을 높이
거나 악기 연주 중에 음을 높이는 것, 또는 노래하는 사람들이 악기가 연주되는 동안 잠시 침묵하는 것 등으로 이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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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해석

7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Arise, O LORD! Deliver me, O my God!
Strike all my enemies on the jaw; break the teeth of the
wicked.

적용 (Application)
Me

Others

기도제목 (Prayer Request)
8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From the LORD comes deliverance. May your blessing be
on your people. Selah

묵상노트

✽우리 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교회 중보 기도
1.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사람의 지혜와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2. 교회와 가정 그리고 직장 등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가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3. 이 나라가 오직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영원하신 주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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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순예배 가이드] 3월 다섯째주(3/27-4/2) [‘다윗-새벽을

깨운 사람’시리즈 67]

다윗이 므비보셋을 오해하다

2

지난주 본문 요약
압살롬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자 다윗은 가족과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 과거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돌봐주셨던 일들에 대해 나열하며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아들에게 쫓기는 비참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을 구하는 그의 모습은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이시바에게이르되
네가무슨뜻으로이것을가져왔느냐하니
시바가이르되
나귀는왕의가족들이타게하고떡과과일은청년들이
먹게하고포도주는들에서피곤한자들에게마시게
하려함이니이다

관찰/해석

The king asked Ziba, "Why have you brought these?"
Ziba answered, "The donkeys are for the king's household to
ride on, the bread and fruit are for the men to eat, and the 		
wine is to refresh those who become exhausted in the desert."

지난주 설교 나눔

3

관찰/해석

다윗이 므비보셋을 오해하다
(삼하 16:1-4 & 19:24-30)

The king then asked, "Where is your master's grandson?"
Ziba said to him, "He is staying in Jerusalem, because
he thinks, 'Today the house of Israel will give me back my
grandfather's kingdom.' "

(삼하 16:1-4)
1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므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운 두 나귀에
떡 이백 개와 건포도 백 송이와 여름 과일 백 개와
포도주 한 가죽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When David had gone a short distance beyond the summit,
there was Ziba, the steward of Mephibosheth, waiting to
meet him. He had a string of donkeys saddled and loaded
with two hundred loaves of bread, a hundred cakes of 		
raisins, a hundred cakes of figs and a skin of wine.

왕이 이르되
네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4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므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네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Then the king said to Ziba, 'All that belonged to 		
Mephibosheth is now yours.' 'I humbly bow,' Ziba said.
'May I find favor in your eyes, my lord the king.'

*므비보셋 '부끄러움을 떨쳐버리는 자'라는 의미로 요나단의 아들로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였을 때 난을 피하여 가다가
유모의 실수로 절뚝발이가 되었습니다.(삼하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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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해석

(삼하 19:24-30)
24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27

종인 나를 내 주 왕께 모함하였나이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니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관찰/해석

And he has slandered your servant to my lord the king. My lord
the king is like an angel of God; so do whatever pleases you.

Mephibosheth, Saul's grandson, also went down to meet
the king. He had not taken care of his feet or trimmed his
mustache or washed his clothes from the day the king left
until the day he returned safely.

28

25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에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므비보셋이여 네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All my grandfather's descendants deserved nothing but death
from my lord the king, but you gave your servant a place among
those who eat at your table. So what right do I have to make any
more appeals to the king?"

When he came from Jerusalem to meet the king, the king
asked him, "Why didn't you go with me, Mephibosheth?"

26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므로
내 나귀에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He said, "My lord the king, since I your servant am lame, I said,
'I will have my donkey saddled and will ride on it, so I can go
with the king.' But Ziba my servant betrayed me.

80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이까 하니라

29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또 네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와 밭을 나누라 하니
The king said to him, 'Why say more? I order you and Ziba to
divide the f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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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해석

30

므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적용 (Application)
Me

Mephibosheth said to the king, 'Let him take everything, now
that my lord the king has arrived home safely.'
Others

기도제목 (Prayer Request)
✽우리 순 기도제목
이름

기도제목

응답

묵상노트

✽교회 중보 기도
1. 모함으로 인해 오해와 누명을 당하는 순간 속에서도 감사를 고백하는 은혜의 자녀가 되게 하소서.
2. 세상 속에서 용서와 긍휼을 베풀며, 십자가 은혜에 한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교회되게 하소서.
3. 서로를 향한 정죄와 시기로 가득한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복을 경험하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소서.

금주의 암송구절
사울의 손자 므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 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삼하 1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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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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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 Dream a New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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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특별새벽기도회’ 간증문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

‘특새’ 간증문

‘특새’ 간증문

직장에서의 무너진 자존감을 회복시킨 특새
김기묘 성도(우면 공동체)

김덕준 성도(W강남 공동체)

외동딸인 저는 IMF때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중고등학교 대학교
를 졸업하고 직후 대기업 공채로 입사하여 17년 차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업무에 대한 적성과 급변한 회사 환경 및 경영층의 업무 방
식이 혼란스러웠고, 수개월을 진지하게 고민한 후 휴직을 결심하
였습니다. 휴직을 결정하게 된 큰 결심은 올해 특새 표어였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

저는 원래 장이 약해서 한여름에도 장을 따뜻하게 하지 않으면
하루 종일 어려움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근 10 여일 정도 복통
과 장염으로 병원에 가서 진료도 받고 약도 먹었지만, 과도한 스
트레스 때문인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 걱정이
가득한 채로 출퇴근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한때 꿈을 안고 유학을 갔고, 회사에 들어간 지 17
년 차가 되어 가는데 뾰족한 수가 없던 회사 생활에 회의감을 느끼고 제 자존감은 바닥으
로 내려간 상태였습니다. 돌아본 제 모습은 내가 한때 어떤 꿈을 꾸었는지, 어떤 일을 좋
아하고 사모하는지조차 너무나도 희미해진 제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오늘 설교는 유독 직장인, 취업으로 고민하는 사람, 사회 생활하는 사람을 대상으
로 말씀하신 것 같았습니다. 심지어 목사님께서는 더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메시지 주는
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요셉의 꿈을 꾸십시오.”라고 말
씀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전 그동안 루틴한 회사생활로, 희미해진 꿈 때문에 일에 최선을 다하기보다
불평불만을 훨씬 많이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현 상황에 감사한다 하면서도 회사
에서는 불평불만을 많이 했던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현재로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으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앞날의 더 큰 꿈과 준비
를 위하여 큰 웅덩이에 빠져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한 홍 담임목사님께서 처음으로 말씀 하셨던 “응답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를 아멘 하며 믿고, 또 “복직해서 무슨 일이든 온 맘 다하여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 나이 비록 인생 중간을 지나는 시점이지
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고 어린 내 딸에게 준 것과 같은 동일한 꿈을 저에게 그리고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에게 달라고 기도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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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하루는 미리 가서 기도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4시 50분경 본당
에 와보니 벌써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예배 후에 한 홍 담임목사님
께서 치유기도 하기 전에 회개기도를 먼저 해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회개기도하는데
눈물이 폭포수 같이 흘러 내렸습니다. 부하직원들에게 잔소리하고 화냈던 일, 모든
일들을 마치 제가 잘나서 잘 마무리했다고 으스대던 저를 돌아보며 가슴 깊은 곳에
서부터 간절히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치유기도 선포 때 제 손을 배에 대었
는데 갑자기 뜨거운 느낌이 치유기도 시간 동안 계속 되었습니다. 그 순간은 아무것
도 할 수 없었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가만히 있는 것뿐이
었습니다. 기도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 이곳에 계신 분 중에 치유의 역사가 일
어났습니다.”라고 선포하시는데 그간의 고통과 힘들었던 마음이 다 사라져 버리고,
평온함과 깨끗하게 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오랜만에 평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진 않지만 작은 것 하나라도 살피시고 안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
는 신실하신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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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라

기도의 혈이 뚫리게 역사하신 하나님

박은경E 성도(C강남 공동체)

안혜림 성도(W강북 공동체)

제 동생은 중국에서 백신을 맞은 이후 후유증으로 심장 통증이 심
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급히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귀국 후
유명 대학 병원들을 다 가보았지만, 검사 결과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어 원인을 알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 지속되었습니다. 가슴 통
증에서 시작한 증상은 호흡 곤란, 위가 찌르는 통증 등 다양한 증
상을 동반한 고통으로 응급실은 물론이고 심장내과, 호흡기내과,
흉부외과, 소화기내과, 류머티즘 내과를 방문해 진료를 받았으나
전혀 나아지지 않아 신체화 증상, 공황장애 진단을 위해 신경정신
과 예약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과에서 처방받은 약뿐 아니라 한약, 영양제 등 각
종 좋다는 건강보조식품까지 섭취해 보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고통으로 일상적인 생
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고 게다가 어린 두 아이를 양육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었습
니다. 중국에서부터 귀국 후 제 동생은 계속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있었고 저는 동생과 자주 통화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격려와 위로로 신
앙적인 교제를 하였습니다.

이번 겨울은 저에게 특히 길고 추웠습니다. 저 혼자 이 삶을 감당
해 내야만 한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부담스럽고, 암담하게 느껴졌
지만 아직 어린 자녀가 있다는 책임감으로 버티고 있었던 것 같
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예배 회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동안 게을리 했던 새벽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특새를 통
해 들었던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꼭 저의 이야기 같았습니다.

그러던 주일 예배 때 목사님께서 아픈 환우들을 위한 기도를 해주시는 시간에 저는 주
님께서 제 동생을 반드시 치유해주실 거라는 응답을 받았고 그날 저녁에 제 동생에게
그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제 동생은 울기만 할 뿐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원망 섞인 이야기를 하길래 한 홍 담임목사님께서 자주 선포해 주셨던 말씀인 “죽지
않고 살아서 네가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선포할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된다.”고 몇 번
이고 위로해주었습니다. 제 동생은 간절히 주님께 부르짖으면서도 동시에 인터넷 카페
나 글들을 찾아보며 온갖 증세와 병명의 추측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었고 그 모
습을 보며 저는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고 화도 났지만, 그때마다 동생을 품고 기도하
게 하시고 전할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교회에서 주신 ‘깊은 기도의 영성’ 책 침
묵 기도에 한 주 동안 읽고 적용하던 시간에 제 동생에게도 책의 내용과 주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며칠 후 제 동생과 통화 중 제 동생이 호흡곤란 증상과 가슴 통증이 완전히 사라지고
약간의 두통만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동생이 많이 담대해져서 더
이상 통증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께서 강건하게 하신 것에 감사하며 남은 약
간의 고통도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믿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
배와 교회 영성 훈련을 통해 말씀을 공급받고 치유와 회복과 응답의 역사를 주신 주님
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가 예배와 기도 가운데 충만해질 때 저를 통해 다른 영혼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환우들을 돌보는 가정의 아픔과 수고에
대해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94_새로운 큐티

저는 그동안 야곱과 결이 다른 사람이라고 선을 긋고 살았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 제가 야곱과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환경 탓만 했던 저의 어리석은 모습이
떠올라 울었습니다. 그렇게 회개 기도가 나왔고 특새 기간 동안 제 마음이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시선이 달라지고 저의 태도가 달라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
였습니다. 기도의 혈이 뚫리며, 저와 제 자녀 뿐 아니라 저의 부모님, 순가족, 주변 지
인들과 교회와 열방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항상 저와 함께 계시며 항상 일하고 계셨습니다. 저와 아이를 굶
지 않게 하시고 따뜻한 보금자리도 주셨고 음식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저의 영을 보살
펴 주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찬양 가사가 제 마음에 진실로 와
닿았고 저는 이제 감사의 눈물도 흘리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광야학교에서 배우는 중
이지만 열심히 배우고 제 영을 살 찌워서 앞으로 남은 삶을 주님 말씀 속에서 주님 뜻
에 따라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고 싶은 소망이 생겼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장 4절 말씀처
럼 주께서 저를 보호해 주심을 믿고 용기 내어 살 힘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에게 기적입니다. 밤에 죽은 듯이 잤는데 아침마다 매일 새로 태어나는
것처럼 눈을 뜨고 있는 사실이 저에게는 주님의 기적입니다. 주님을 더욱 알고 믿음
이 굳세어 지길, 주님이 저에게 주신 뜻을 기대하며 살길, 천국 갈 그날까지와 천국에
가서까지 제 삶과 제 주변의 삶이 축복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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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통해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관계의 아픔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엄지희A 성도(C강남 공동체)

유서은A 성도(E강북 공동체)

저희 회사는 성장 속도가 빨라 제가 입사했던 15년 전 사무실
에 8명으로 시작하였는데, 지금은 해외에 공장도 생기고 국내
에 공장이 4개가 생겼습니다. 그런 만큼 회사 대표의 욕심도 점
점 많아지고, 업무량도 많으며 많은 미팅과 출장이 있어 직장맘
이 다니기에 편한 회사는 아닙니다. 국내 굴지의 회사들과 거래
를 하고 있으니 담당자들의 업무 강도는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
서 그런지 빠르게 성장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남편과의 불화 때문에 새벽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남
편의 자기중심적 행동과 폭언으로 전 너무 지쳐 있었고, 부부 상담까
지 해 보았지만, 상담 선생님조차 ‘남편이 많이 힘든 캐릭터이시다.
부부상담은 잘 살기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별을 위해서
하기도 한다.’고 말할 정도여서 사실 관계의 회복보다는 이혼을 염두
해두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시작한 새벽기도였습
니다.

저는 부장으로 승진하기까지 약 3년 동안 부단히 노력하며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교회에 등록한 이후 열심히 기도 생활을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열
심히 특새 기도 제목으로 올리고 기도할 때, 회사에서 인정받으며 승진하길 기도하
였습니다.

특새 기간 중 하나님은 우선 제 힘든 마음을 만져 주시고 새로운 꿈을 주셨습니다. 지지난
주 남편과의 관계가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평온해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만으
로도 컨디션이 좋아져 감사했습니다. 애초에 남편을 변화시키거나 남편과 관계를 좋게 만
들어 볼 노력조차 할 힘이 없으니 사정을 잘 아는 주님께서 그 부분을 주님의 뜻과 방법대
로 챙겨주시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두 달 가까이 말도 하지 않고 지냈던 남편이 지
난주 저녁을 먹자고 하더니 뜬금없이 자기가 결혼생활 동안 잘한 일을 생각해 보았다며 말
문을 열었습니다. 전 너무 어이 없었지만, 시부모님의 사이가 평탄하지 않아 남편이 어린
시절 따뜻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특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
며 반은 신기함, 반은 가여움으로 수긍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불쌍한 사람이기도 하
고 평소 같지 않게 ‘난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다. 아기가 날 닮은 것 같다. 넌 자존감이 높으
니 널 닮기를 바랐는데’라고 자신의 약점을 인정해서 대부분의 억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
며 들어주었지만, 관계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은 들지 않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주세요.’라는 기도만 지속했습니다.

마침 올해 특새 말씀의 주제가 요셉 이야기여서 나도 요셉같이 인정받으며, 하나님
을 드높이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나이가 40이 넘은 아기 엄마가 왜 이리 진
급을 욕심내냐고 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저는 말씀대로 항상 선포하고 열심히 일하
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7일 아침에 승진 인사 공고가 떴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기도를 했지만, ‘이번에도 별 소식이 있겠나’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올해 같은 직
급의 진급 대상자 10명 가운데, 유일하게 여자는 저밖에 없었고 작년에 큰 프로젝
트를 이끈 사람들이 많아서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제가 그 세 명의 진급
자 명단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하게 가정을 지켜
주시고, 아이들을 저 대신 양육해주신 우리 집의 가장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06년 제가 입사한 이후로 이 회사는 점점 더 성장하여 올해는 상장하지 않을 수
가 없을 정도로 볼륨이 커져서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 홍 담임목사님께서
설교하셨던 것이 기억나는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된 것이 요셉이 복 받은
게 아니라 애굽이라는 나라가 야곱을 만나서 복이 된 것이라는 말씀.. 저희 회사도
제가 들어가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셔서 이 회사도 축복이 되고,
저에게도 축복을 내려주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년 정도 기도하고, 사실 잊
혀갈 때쯤 기도가 이루어졌는데 역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땅에 흩어지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맺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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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는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던 중 불현듯 남편이 안 됐다는 마음이 들어 통근버스
타는 곳까지 태워다 주냐고 물었더니 기뻐하며 콧노래를 부르더라구요. 그대로 예배를 틀
어 놓은 채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차를 탔습니다. 그런데 통근버스 탑승지에 거의 다다를
무렵, 남편이 “목사님의 목소리가 차분하니 참 듣기 좋다. 난 교회에 나가면 성가대를 하고
싶다.”라며 귀를 의심하게 하는 소리를 하고 내렸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앞으로는 더 잘하
겠다. 원래 내가 모시고 살아도 부족함이 없는 와이프인데 미안하고 당신도 조금만 더 날
신경 써달라.’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전 살면서 주님의 임재와 기적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렇지만 딱 하나, 믿음 없는 사람과
의 관계는 사람의 자유의지가 개입되기 때문에 주님의 영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래서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없는 부부관계 때문에 지난 일 년 동안 너무 많은 고민과 아픔을
겪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뜻하지 않게 이 부분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
혜는 제가 재단할 수 없는 것임을 다시 한 번 깨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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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망을 찬양으로 바꾸신 광야의 시간들
유태영 성도(Jr.청년 공동체)
남들은 수능과 입시가 끝나고 자유와 해방감을 누릴 시기지만,
저에게는 지옥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고2 때부터 저를 괴롭혀 오
던 허리 통증은 고3이 되면서 다리를 타고 발끝까지 쿡쿡 찌르는
신경통으로 악화되었고 심각한 허리 디스크임을 알게 되었습니
다. 처음에는 참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는
통증은 저를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집 앞 편의점을 가는 길에도
다리에 힘이 풀려 다섯 번씩 주저앉아야 했고, 진통제 없이는 잠
도 잘 수 없어 마약성 진통제까지 복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능이 코앞인지라 입원 수술은 못 하고 계속해서 남들이 추천해준 치료를 받
으러 다니며,기도보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으려고 몸부림쳤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시기에 공부 시간을 빼앗겨 가며 정신과 육체가 무너져가던 저는 원하던 대학에 떨어
진 후에 완전히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 원망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
다.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목디스크를 하나 더 줬을 법도 한데 속도 없이 저를 사랑하
시는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막힌 타이밍에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는 한 홍 담임목사님의 뷰티풀 광야 시리즈를 통해 그 시간들이 저에게 꼭 필요한 광
야의 시간임을 부족한 저를 빚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힘을 얻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면서 참여하게 된 새벽기도에서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보며 인간적인 방법을 내려놓고, 점점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도하게 되었습니
다. 그러자 공부할 때는 몰라주고, 아파서 쉴 때만 발견하고 구박하던 엄마가 저를 위
해 눈물로 중보하는 천사임을 알게 되며 엄마와 친해지고, 어려웠던 공부는 재미있어
지는 등 하나하나 기적같은 기도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기도해도 낫지 않는 허리를 보라며 하나님을 의심하게 했습니다. 그런
데 그랬던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특새 26일차 토요일, 뜨거
운 치유 기도가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아픈 곳에 손을 올리고 기도하는 도중 한 홍 담
임목사님께서 불신의 죄를 회개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이 치유
하실 거라고 선포하시는데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심으로 의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하나님이 살짝만 만지셔도 제 허리는 아무렇지 않게 나아질
수 있잖아요. 제발 저도 다른 분들처럼 치료해 주세요. 제발 치료해 주세요.”라고 기
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변화가 없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이 들었지만,
이미 불신의 죄를 회개한 후라 하나님을 의심하고 싶지 않아서 “제 뜻대로 말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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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원하실 때 치료해 주세요. 저는 이보다 더 아파도 더 이상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
겠습니다.”라고 하고 다른 아픈 분을 위해 기도하려는데 제 허리에서 뻐근한 느낌이
들더니 허리부터 발끝까지 약이 번져가는 느낌과 함께 통증이 발끝으로 빠져나감을
느꼈고 그 순간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끝나고 2년 만에 통증이 사라진 저는 뛸 수 있을 것만 같은 느낌에 건물 밖으
로 나갔는데 깡충깡충 뛸 수 있었습니다. 걷는 것도 어려웠던 저였기에 저는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치료하셨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원망대신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이 들어주신다는 것을 경험한 오늘의 기도 응답은 정말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남은 특새 기간 동안 모든 분들에게 제가 경험한 것 이상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
기를 기도하고 또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원망투성이에 부
족한 저의 신음에도 응답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의 아픔을 치유하신 하나님
김현진K 성도(S서초 공동체)
유태영 성도 어머니

26일차 치유집회에서 저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태영이의 고
통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기도 밖에 없어서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
양했네.”를 무한 반복하며 기도하고, 어린 시절 방방 뛰던 아이를
제지하던 저의 모습을 그리워하며 간절히 뛸 수 있기를 기도했는
데...기도가 끝나자 마자 “엄마 나 지금 뛸 수도 있을 거 같아. 하나
님이 고치셨어.”라고 달려오는 태영이와 하나님을 찬양할 수 밖
에 없었습니다.
때때로 마귀의 소리는 ‘설마, 설마’를 증폭시키지만, 저희는 이 날의 기도를 통해 더욱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며 기도의 엔진을 항상 켜 놓도록 아프고 넘어질 때는 원망
하지 않고 또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돈독한 기도의 짝궁 지원자가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성령으로 하나되어 이 기쁨을 누릴 때까지 기도를 쉬지 않을 것입니다. 온
교회와 나라에 동일한 성령으로 간섭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
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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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님의 은혜로 알게 된 진정한 용서와 화해

가족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윤슬기 성도(W강남 공동체)

오재현 성도(우면 공동체)

지금은 제법 흔한 이름이 되었지만, 예전에 싸이월드에서 제 출
생년도에서 제 이름을 검색하면 저 하나만 검색 결과가 뜰 정도
로 제 이름은 70년대에는 귀한 이름 중의 하나였습니다. 순수한
한글 이름으로 한자로 사주풀이를 하지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첫 딸에게 지어주신 이름이지요. 그런 귀한 이름을 지어주신 아
버지를 저는 30여년이 넘는 오랜 시간 동안 복잡한 가정사로 인
해 미워해왔습니다. 그래도 세월이 흘러 저도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면서, 아버지를 용서해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때가 되면 만나 식사하고 손주들
인사도 시키고 겉으로는 그럭저럭 잘 지내왔습니다.

신년에 힘든 일들이 몰아치면서 가족 모두가 힘겨운 나날을 보내
왔습니다. 순탄하게 진행되던 일이 전혀 예상 밖의 일로 꼬이고,
살면서 한 번도 경험하기 힘든 문제들이 이곳저곳에서 터지기 시
작하였습니다. 아내도 심적으로 너무 힘들어하며 어떤 일에도 집
중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토요일 새벽예배 전에 기도를 하는 중에 문득 이런 생각 혹은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너의 그 귀하고 예쁜 이름을 누가 지어 주셨지?”, “아버지요.”, “그럼
그렇게 중요한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를 이젠 용서하렴”, “전 이미 용서했어요.”, “아
냐. 봐봐. 네 마음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 있단다. 너무 굳어져서 무뎌진 것 뿐이야.
이젠 그 세월이 족하단다. 정말 그를 용서하렴.”
예배가 시작하자마자 끝날 때까지 저는 쏟아져 내리기 시작한 눈물때문에 얼굴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날 예배 중에 성령님의 엄청난 임재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
서 통성으로 기도하거나 엎드려있거나 무릎꿇고 있던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그저
아이처럼 엉엉 울고 있었습니다.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성령님께서 제 마음 가장 깊
숙한 곳의 마음의 병을 아물게 하시는 것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알았습
니다. 진정한 깊은 용서와 화해는 제 의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성령님께서 불가항
력으로 저의 마음을 만지시고, 돌처럼 굳어진 미움을 눈물로 녹이고 계셨습니다. 저
는 그때 십자가의 그늘 아래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건 후일담인데, 그 토요일 새벽에 처음으로 곧 무시무시한 중학교 2학년이 되는
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떠나기 전에 준비하는데 아들이 절
보며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구요. “엄마 사랑해.” 그 아들은 예배시간 내내 잤지
만, 그리고 이후에 새벽예배에 나오지 못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 토요일 새벽,
예수님이 아들의 입을 통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
한단다.” 작은 고백이지만 그 토요일 새벽의 감동을 잊지 않기 위해 이렇게 적어 올
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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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은 장모님이 한 달 동안이나 잠을 전혀 못 주무시는 불면증에
힘겨운 하루를 버티는 중이셨습니다. 매일 밤을 꼬박 새우시고 도저히 안 되겠어서
병원에 가서 수면제를 받아 반 알을 먹고, 한 알을 먹어도 잠은 오지 않으셨습니다. 매
일 뜬눈으로 지새우시다 기력까지 약해지신 상태였습니다.
지난 13일 밤에 하나님을 전혀 모르시는 장모님이 급기야 너무 힘들어하시며 아내
에게 연락을 주셨고, 아내는 놀라서 바로 하나님을 찾아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
니다. 기도해본 적도 없으신 장모님에게 아내는 기도문을 카톡으로 보내드리며 기도
를 하시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난생처음 기도라는 걸 하는데 눈물이 계속 흘
러서 놀라셨다고 합니다. 우는 모습을 보고 장인어른이 놀라서 한걸음에 달려오셨다
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지난주 토요일 특별 새벽기도 시간에 한 홍 담임목사님께서 “정신적으
로 힘들어하시는 가족분들을 떠올리며 기도를 못하시는 분을 위해 기도하고 불면증
으로 힘들어하는 분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해주셨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기도를 드리던 중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제게서 뜨거운 눈물이 흐르며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모님을 만지시려나 하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정말 온몸에 소
름이 돋고 뜨거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오늘 점심에 제가 장모
님께 너무 전화를 걸고 싶은 마음이 들어 전화를 드리니 어젯밤에 한 달 넘게 주무시
지 못한 잠을 주무셨다는 겁니다. 너무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장모님도 저도 그리고 아내도 너무 놀라서 정말이지 말문이 막혔습
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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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리지만 깊이 있는 말씀 묵상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는 시간 속에서

김기현 성도(N강남 공동체)

김지선A 집사(S강남 공동체)

커피브레이크 과정은 성경말씀을 ‘잘근잘근 씹어 먹는’ 과정
이라는 명성을 익히 전해 들었지만, 솔직히 참여하기 전까지
는 어떤 방식인지 감이 잘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동안 성경을
읽는 방식은 대부분 읽을 양을 정해서 읽다 보니 빨리 읽게
되는 경우가 많았고,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이
있는 경우에만 집중하여 보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된 우
리 가족의 영국에서의 생활은 태산과 홍해 같은 문제, 끝 모를
광야와 같은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일상이었습니다. 가정예배와
기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도 있었지만 계속되는 긴장과 두려움
으로 하나님이 희미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 그것이 가장 저를 힘
들게 했습니다.

그러나 커피브레이크에서는 단어 하나 하나를 ‘인수 분해’ 해가며 말씀에 담긴
의미를 깊이 있게 묵상하였습니다. 아마도 같은 분량에 대해 태어나서 가장 느
리게 성경을 읽었던 시간이었던 것도 같습니다. 다양한 분들과 하나의 구절에
대해 다채로운 해석과 나눔을 하다 보니 전혀 지루하지 않았고, 오히려 매우 즐
겁고 깨달음이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인도자님의 탁월한 리드 덕분이기도 하겠
으나, 수도 없이 읽었던 출애굽기의 구절들로부터 수많은 새로운 내용과 포인트
들을 발견해가며 놀랐던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단어 하나
라도 의미 없이 쓰시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되면서 그간 말씀을 소
홀히 대한 부분을 반성하기도 하였습니다.
저는 올해 2월부터 성경 1독을 시작하려 하는데, 이번에는 매일 읽을 분량에 대
한 욕심을 조금 줄이더라도, 가능한 말씀을 깊이 있게 곱씹어가며 소화를 잘 해
낼 수 있도록 여유 있게 계획해보고자 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 읽기의 새로
운 지평을 열어 주신 새로운교회 커피브레이크 화요 저녁 반에게, 그리고 인도
자님의 훌륭한 인도와 헌신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매주 온라인으로 새로운교회 주일예배 말씀의 공급을 받았지만, 함께 삶을 나누는
기도와 말씀의 공동체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그리워하던 중 새로운교회 커
피브레이크에서 받았던 은혜가 기억났습니다. 기다리던 커피브레이크 광고를 듣자
마자 등록하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는 말씀과 영화로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었지만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스
라엘에게 '내가 너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음을 듣고, 근심을 안다.’라고 하신 말씀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아서 굳어졌던 마음이 녹아지고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애굽의 왕마저 두려워하는 하나님! 자기 백성을 선택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주저앉을 순 없음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날씨처럼 우울해 있던 저에게 힘든 순간마다 ‘학대를 받을수록 하나님의 은
혜로 번성한다.’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선포하니 알 수 없는 마음의 평안과 생명력
이 생겨났습니다.
조 모임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에 의해 만들
어진 이름이 아닌 스스로 계시는 분이시며 시편의 말씀처럼 입이 있어도, 눈이 있어
도, 손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생명을 주시고 예
배를 통해 우리와 관계 맺길 원하시는 인격적이신 분임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인생의 한 조각도 버림 없이 결국 예배자로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큰 그림을 기대하
며 오늘도 코로나의 위협과 수험생활로 지친 아들의 등을 두드리며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선포하고 내 마음의 닻을 말씀에 두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
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서길 기도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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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쁜 일상을 뒤로하고 말씀에 머무는 시간
임지혁 성도(E서초 공동체)

한영희A 성도(E서초 공동체)

새로운교회를 9년 가까이 다니면서 다양한 성경공부의 기회들
이 있었음에도 회사생활과 바쁜 세상 속의 삶을 핑계로 말씀과
성경공부를 멀리해왔던 저는 이번 커피브레이크 과정을 부끄럽
게도 아내의 신청에 의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신앙과
멀어지려고 할 때면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나 환경을 만들어 가
까이 돌아오게 만드시는 걸 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동행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의 발견” 커피브레이크 시간을 갖게 해주신 신실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동안 여러 번 커피브레이크를
해왔는데 이번이 가장 흥미롭게 다양한 의견을 나눌 수 있어 도
전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침 커피브레이크의 주제도 성경 중에 상대적으로 친숙했던 출애굽기였기에 성경
에 대한 지식과 견해가 깊지 못한 저도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
습니다. 이미 잘 알고 있었던 출애굽 내용임에도 매주 말씀을 구간별로 구절 구절
곱씹으면서, 조원들과 다양한 관점에서 편하게 서로의 생각을 나누다 보면 그 동안
생각지 못했던 해석과 의미를 도출해낼 수 있어 좋았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롯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
어 행복했고, 무엇보다 성경 속 인물들과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더 알기 원하
게 된 것에 감사합니다.
비록 출애굽기를 모두 깊게 다루기에는 6주라는 기간이 아쉬웠지만 이번 커피브레
이크를 계기로 CES와 같이 좀 더 심도있게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과정을 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제나 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커피브레이크라는 소중한 과정을 제공
해주신 새로운교회와 인도자, 조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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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의 깊이를 알아가는 커피브레이크

말씀을 촘촘하게 읽어 나가면서 그 동안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
한 출애굽기의 내용이 새롭게 다가와 놀래기도 하고 커브의 질문
지의 답을 찾으며 한참을 고민하다 예배 시간에 찬양의 가사에서 제 나름의 답을 찾
고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제게 와 닿았던 것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원망만 하는 이스라엘 백
성들을 보면서 제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어땠을지 생각해보니 저도 동일함을 깨닫
게 되었습니다. 늘 세상적인 시각으로 목전의 상황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에 나오고 성경 공부와 설교 말씀을 통해서 기적의 말씀을 알아 갈 수 있
음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또한 이번에 공부한 출애굽기에서는 신년특별새벽기도회와 주일예배 목사님 설교말
씀과도 연결되어 공부하게 됨에 따라 하나님을 깊고도 폭 넓게 만날 수 있어 좋았습
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 그 중에서도 정말 아버지의
마음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만 있
는 그대로 두시지 않는 하나님,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 드리고 일상의 삶에서 습
관적인 죄에 빠지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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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시간
황지혜 성도(C강남 공동체)
할렐루야! 영원한 생명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순
장님의 권면을 통해서 저에게 커피브레이크를 하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내성적이고 남들 앞에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성격
이라 소모임이 부담스럽고 선뜻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습
니다. 그래서 신청을 미루었는데 순종하는 마음이 생겨 신청하
게 되었습니다.

MEMO

인도자님께서 가장 두려울 때가 언제인지 질문을 하셨을 때, 머릿속에서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
는 것에 굉장한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
려는 과정임을 믿고 기도로 준비하도록 인도해주셨습니다.
매주 화요커브를 하면서 말씀을 읽는 방법이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말씀 속 단어
하나하나를 더욱 꼼꼼하게 읽으며,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었고 말씀에서 나타내시
고자 하나님의 뜻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원들과의 나눔을 통
해서 말씀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동은 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하나님을 알게 되고, 커브를 마치고 나면 하나님
의 크신 사랑과 놀라운 섭리에 제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하나
님은 신실하시고 정확하신 분이시며, 자녀들을 절대 포기 하지 않고 반드시 돌보아
주심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이 더욱 단단해지고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
하고 싶은 마음이 커졌습니다.
말이 어눌한 저를 인내하시며 친절하게 이끌어 주신 인도자님과 밝은 미소로 분위
기를 화사하게 만들어주신 부인도자님, 그리고 지혜로운 조원들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커피브레이크 모임과 교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
성적인 성격도 변화시키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저의 신앙을 계속 성장시켜 나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저를 통해 영광 받길 원하시는 주님께 사랑을 고백합니다. 주
님, 영원히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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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새로운교회 비전성경

성 |경 |일 |독 |표
DAY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8일
9일
10일
11일
12일
13일
14일
15일
16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2일
23일
24일
25일

날짜
3/7
3/8
3/9
3/10
3/11
3/12
3/13
3/14
3/15
3/16
3/17
3/18
3/19
3/20
3/21
3/22
3/23
3/24
3/25
3/26
3/27
3/28
3/29
3/30
3/31

통독범위
마 1 - 마 10
마 11 - 마 18
마 19 - 마 28
막1-막9
막 10 - 막 16
눅1-눅9
눅 10 - 눅 19
눅 20 - 눅 24
요 1 - 요 12
요 13 - 요 21
행 1 - 행 11
행 12 - 행 20
행 21 - 행 28
롬 1 - 롬 16
고전 1 - 고전 16
고후 1 - 고후 13
갈1-엡6
빌 1 - 살후 3
딤전 1 - 몬 1
히1-약5
벧전 1 - 유 1
계 1 - 계 22
창 1 - 창 11
창 12 - 창 25
창 26 - 창 36

청년1•2부

체크

□
□
□
□
□
□
□
□
□
□
□
□
□
□
□
□
□
□
□
□
□
□
□
□
□

리트릿

일정: 2022.3.25(금)-27(주일), 무박 3일
주제: New Dream, New Way
청년 1부(잠 16:9) / 청년 2부(스 7:1-10)

3월 수요기도예배
3/02 [이신영 목사]
3/16 [고데이빗 목사]
3/30 [이상화 목사]

3/09 [제20대 대통령 선거]
3/23 [김대훈 목사]
국가공휴일인 관계로 예배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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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2_새로운 큐티

▶

2022 ‘새로운 꿈을 꾸게 하소서’ Dream a New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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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로 운 교 회

1학기 공동체 개강예배
일시: 2022.3.15(화)-18(금), 오후 7:30
참여 방법: 소속 공동체가 해당하는 요일에 따라
ZOOM을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

MARCH

MARCH

화요일

15

16

W강남ㆍS서초ㆍ우면

C강남ㆍN강남ㆍW강북

MARCH

MARCH

목요일

17

18

S강남ㆍE서초

E강북ㆍW서초

수요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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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우면동 한라아파트 6:05
교회 출발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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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