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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버엔딩 그레이스의 삶

은혜는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요 기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뿐

인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써 우리의 죗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과거의 죄가 용서받았고, 현재의 삶에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있

으며, 언젠가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주

신 은혜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커버하는 네버엔딩 그레이스 (끝없

는 은혜)입니다. 은혜받은 자는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처럼 함부로 인생을 살 

수 없고, 은혜 받은 자 답게 살아야 합니다.  

첫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은혜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믿음은 인간에게 속한 것입니다. 은혜가 하

나님의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면, 믿음은 인간이 겸손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처음 예

수님을 믿을 때도 그랬지만, 구원받은 뒤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

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선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자신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와 위기도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 감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 은혜로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았기에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며 살

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려운 일들과 직면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순간에도 하나

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해선 안 됩니다.  마귀는 자꾸 원망과 불평의 영을 우리에게 심어서 우리 영혼을 병들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담대하게 이겨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매 순간 감사를 선포할 때 우리에게 하

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칠 것입니다.

셋째, 겸손히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100%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항상 

겸손할 수 있고, 그러면 영적으로 타락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하나님 앞에 선물임을 알 때 우리는 서로를 대

할 때도 겸손해집니다. 마귀는 교회 안에서 서로 비교하게 하고, 다투게 만듭니다. 그러나, 십자가 은혜를 제

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며, 다른 형제들을 대할 때도 겸손합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 있는 사

람은 남을 자기보다 낫게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화목하게 됩니다. 그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화목케 하는 자 (peacemaker)가 됩니다.

넷째, 복음 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은혜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구원 사

건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도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어 또 수많은 다른 이들의 구원의 도화선이 되길 원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면서 스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다섯째,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람이 

은혜를 받고 변하면 결코 가만있지 못합니다. 자기의 재능과 분야에 맞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해내기 시작

합니다. 죽어가는 사람 살리고, 상처 입은 자 치유하며, 가난한 자들도 보살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꿈

을 잃은 자를 격려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남에게 은혜를 나누고 살다가 어느 날 주님 앞에 부름받고 가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미지의 미래로 기쁘게 

전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인생,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멋진 인생을 살

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QT COLUMN

2023. 2

 

새로운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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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QT[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QT

~12 [고등부 겨울수련회 (만리포청소년수련원)]

~26 [ Jr. 청년부 수련회 (교원연수원 도고)]

~19 [중등부 연합 겨울수련회 (양평 미리내)]

[중등부 연합 겨울수련회]

~19 [YEM 겨울수련회 (인천 신공항영락교회수양관)]

[YEM 겨울수련회] [중보기도팀리트릿(S하우스)]

[고등부 겨울수련회]

[Jr. 청년부 수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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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1 수 D-20) 마라의 쓴 물이 달게 변하다 [출 15:22-25]

2 목 D-21) 마라 뒤에 오는 엘림의 축복 [출 15:25-27]

3 금 D-22)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출 [16:1-10]

4 토 D-23) 기적의 만나 [출 16:11-20]

5 주일 몸 [엡 1:22-23 & 4:11-16]

6 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후 5:14-17]

7 화 D-24) 만나와 안식일의 축복 [출 16:21-30]

8 수 D-25) 만나와 안식일의 축복 (2) [출 16:31-35]

9 목 D-26)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출 17:1-3]

10 금 D-27)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출 17:4-7]

11 토 D-28) 중보기도의 힘 [출 17:8-12]

12 주일 신 부 [엡 5:25-27]

13 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계 21:1-4]

14 화 D-29) 여호와 닛시 [출 17:13-16]

15 수 D-30)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출 18:13-26]

16 목 D-31)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출 19:1-6]

17 금 D-32) 시내산 언약을 받을 준비 [출 19:7-25]

18 토 D-33) 영적 지도자들의 예배 [출 24:1-11]

19 주일 군 대 [엡 6:10-18]

20 월 살아 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히 4:9-13]

21 화 D-34) 여호와의 영광 속으로 [출 24:12-18]

22 수 D-35) 금송아지 우상 비극 [출 32:1-10]

23 목 D-36)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출 32:11-29]

24 금 D-37)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출 33:1-10]

25 토 D-38) 내가 친히 가리라 [출 33:11-23]

26 주일 증 인 [사 43:10 & 마 28:16-20 & 행 1:8]

27 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요일 1:1-4]

28 화 D-39) 두 번째 돌판 [출 34:1-11]

SCHEDULE

새로운 QT
경건의 시간을 갖는 방법

묵상(경건의 시간, QT)이란

QT는  01.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

 02. 성경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묵상하며,

 03. 삶에 적용함으로써 삶의 변화와 성숙을 이루고자 하는 경건훈련입니다.

•••찬양과 기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기도하며 내 안에 있는 인간적인 염려와 세속적인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본문 읽기와 묵상하기
본문 말씀을 2~3회 정도 읽은 후, 특별히 마음에 와 닿거나 깨달아지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왜 내

게 그 말씀을 주셨는지,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지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

오. 또한 묵상(Meditation)과 적용(Application)의 질문을 참고하십시오. 

•••적용하기
묵상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것은 나의 잘못에 대한 지적이나 혹은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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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QTQUIE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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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중보기도를 위한
가이드

중보기도란 다른 사람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드리는 기도

입니다. 따라서 내 가족과 이웃, 사회와 나라, 민족 전체와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모든 것이 중보기도에 포함됩니다.

1. 회개

자신 안에 고백하지 않은 숨은 죄가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도록 성령

님께 시간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함을 받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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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을 주시고, 모든 사역 위에 기름부으심이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열방을 향한 선교의 비전이 확장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선교지에 부흥의 역사가 있도록 기도합니다. 

4. 사회와 나라를 위하여

1)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 외 모든 위정자와 정부 기관 위에 하나님

 의 공의와 섬김의 정신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합니다. 

찬양과 기도

GUIDE

중보기도의
순서

새로운QT

순예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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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5)  타 종교에 속한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 경험되며 복음이 

 전파되도록 기도합니다. 

6)  부부와 자녀, 그리고 형제 간에 사랑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세워지는 사회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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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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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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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의 쓴 물이 
달게 변하다
 출 15:22-25

01
수

22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Then Moses led Israel from the Red Sea and they went 
into the Desert of Shur. For three days they traveled in 
the desert without finding water.

23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

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When they came to Marah, they could not drink its 
water because it was bitter. (That is why the place is 
called Marah.

SAEROUN QT 새로운QT

24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

을 마실까 하매

 So the people grumbled against Moses, saying, “What 

are we to drink?”

25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

실새

 Then Moses cried out to the Lord, and the Lord showed 
him a piece of wood. He threw it into the water, and the 
water became fit to drink. There the Lord issued a ruling 
and instruction for them and put them to the test.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20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1312

마라 뒤에 오는 
엘림의 축복
 출 15:25-27

02
목

25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

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

실새

 Then Moses cried out to the Lord, and the Lord showed 
him a piece of wood. He threw it into the water, and the 
water became fit to drink.

 There the Lord issued a ruling and instruction for them 
and put them to the test. 

26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

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

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

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

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

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He said, “If you listen carefully to the Lord your God and 
do what is right in his eyes, if you pay attention to his 
commands and keep all his decrees, I will not bring on 
you any of the diseases I brought on the Egyptians, for I 
am the Lord, who heals you.”

SAEROUN QT 새로운QT

27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열둘과 종

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Then they came to Elim, where there were twelve 
springs and seventy palm trees, and they camped there 
near the water.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21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1514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출 16:1-10

03
금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

림과 시내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

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십오일이라

2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3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

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4 그 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 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

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5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

니 날마다 거두던 것의 갑절이 되리라

6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SAEROUN QT 새로운QT

7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

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8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

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

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

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9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

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

라 하라

10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

름 속에 나타나더라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22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1716

기적의 
만나
출 16:11-20

04
토

1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2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

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

니라

13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

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14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15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

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

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SAEROUN QT 새로운QT

16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

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효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

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

라 하셨느니라

17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

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19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20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

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23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1918

몸
엡 1:22-23 & 4:11-1605

주일

(엡 1:22-23)

22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

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And God placed all things under his feet and appointed 
him to be head over everything for the church,

23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

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which is his body, the fullness of him who fills everything 
in every way.

SAEROUN QT 교회는 입니다. [시리즈 5]

(엡 4:11-16)

11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

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

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So Christ himself gave the apostles, the prophets, the 
evangelists, the pastors and teachers,

12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to equip his people for works of service, so that the body 
of Christ may be built up 

13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

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until we all reach unity in the faith and in the knowledge 
of the Son of God and become mature, attaining to the 
whole measure of the fullness of Christ.

새로운QT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2120

14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

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

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

이라 

 Then we will no longer be infants, tossed back and forth 
by the waves, and blown here and there by every wind 
of teaching and by the cunning and craftiness of people 
in their deceitful scheming.

15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

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Instead, speaking the truth in love, we will grow to 
become in every respect the mature body of him who is 
the head, that is, Christ.

SAEROUN QT

16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

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

스로 세우느니라 

 From him the whole body, joined and held together by 
every supporting ligament, grows and builds itself up in 
love, as each part does its work.

새로운QT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2322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후 5:14-1706

월

14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

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

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For Christ’s love compels us, because we are convinced 
that one died for all, and therefore all died.

15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 있

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

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And he died for all, that those who live should no longer 
live for themselves but for him who died for them and 
was raised again.

SAEROUN QT

16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

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

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

이 알지 아니하노라

 So from now on we regard no one from a worldly point 
of view. Though we once regarded Christ in this way, we 
do so no longer.

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

이 되었도다

 Therefore, if anyone is in Christ, the new creation has 
come: The old has gone, the new is here!

새로운QT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2524

만나와 
안식일의 축복
출 16:21-30

07
화

21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

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스러졌더라

22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

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리매

23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

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

까지 간수하라

24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

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

한지라

25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

것을 얻지 못하리라

SAEROUN QT

26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

은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27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

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2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

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

냐

29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

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30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새로운QT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24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2726

만나와 
안식일의 축복 (2)
출 16:31-35

08
수

31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깟씨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The people of Israel called the bread manna. It was white 
like coriander seed and tasted like wafers made with 
honey.

32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

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

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

고

 Moses said, “This is what the Lord has commanded: ‘Take 
an omer of manna and keep it for the generations to 
come, so they can see the bread I gave you to eat in the 
wilderness when I brought you out of Egypt.’ ”

33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So Moses said to Aaron, “Take a jar and put an omer of 
manna in it. Then place it before the Lord to be kept for 
the generations to come.”

SAEROUN QT 새로운QT

34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As the Lord commanded Moses, Aaron put the manna 
with the tablets of the covenant law, so that it might be 
preserved.

35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

이 사십 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The Israelites ate manna forty years, until they came to a 
land that was settled; they ate manna until they reached 
the border of Canaan.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25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2928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출 17:1-3

09
목

1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

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

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

는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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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

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So they quarreled with Moses and said, “Give us water 
to drink.” Moses replied, “Why do you quarrel with me? 
Why do you put the Lord to the test?”

SAEROUN QT 새로운QT

3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

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But the people were thirsty for water there, and they 
grumbled against Moses. They said, “Why did you bring 
us up out of Egypt to make us and our children and 
livestock die of thirst?”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26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3130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출 17:4-7

10
금

4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

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Then Moses cried out to the Lord, “What am I to do with 

these people? They are almost ready to stone me.”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

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The Lord answered Moses, “Go out in front of the 
people. Take with you some of the elders of Israel and 
take in your hand the staff with which you struck the 
Nile, and go.

SAEROUN QT 새로운QT

6 내가 호렙 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

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

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I will stand there before you by the rock at Horeb. Strike 
the rock, and water will come out of it for the people to 
drink.” So Moses did this in the sight of the elders of Israel.

7 그가 그 곳 이름을 맛사 또는 므리바라 불렀으

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And he called the place Massah[a] and Meribah because 
the Israelites quarreled and because they tested the Lord 
saying, “Is the Lord among us or not?”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27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3332

중보기도의 힘
출 17:8-1211

토

8 그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

서 싸우니라

 The Amalekites came and attacked the Israelites at 

Rephidim.

9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

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

기에 서리라

 Moses said to Joshua, “Choose some of our men and go 
out to fight the Amalekites. Tomorrow I will stand on top 
of the hill with the staff of God in my hands.”

10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

가서

 So Joshua fought the Amalekites as Moses had ordered, 

and Moses, Aaron and Hur went to the top of the hill.

SAEROUN QT 새로운QT

11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

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As long as Moses held up his hands, the Israelites were 
winning, but whenever he lowered his hands, the 
Amalekites were winning.

12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

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

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

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When Moses’ hands grew tired, they took a stone and 
put it under him and he sat on it. Aaron and Hur held his 
hands up-one on one side, one on the other-so that his 
hands remained steady till sunset.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28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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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부
엡 5:25-2712

주일

25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Husbands, love your wives, just as Christ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up for her

26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

룩하게 하시고

 to make her holy, cleansing her by the washing with 
water through the word,

SAEROUN QT 교회는 입니다. [시리즈 6]

27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

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

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and to present her to himself as a radiant church, 
without stain or wrinkle or any other blemish, but holy 
and blameless.

새로운QT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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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계 21:1-4

13
월

1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Then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had passed away, and there 
was no longer any sea.

2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

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I saw the Holy City, the new Jerusalem, coming down 
out of heaven from God, prepared as a bride beautifully 
dressed for her husband.

SAEROUN QT

3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

셔서

 And I heard a loud voice from the throne saying, “Look! 
God’s dwelling place is now among the people, and he 
will dwell with them. They will be his people, and God 
himself will be with them and be their God.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

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

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He will wipe every tear from their eyes. There will be no 
more death’ or mourning or crying or pain, for the old 
order of things has passed away.”

새로운QT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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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 닛시
출 17:13-1614

화

13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So Joshua overcame the Amalekite army with the 

sword.

14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

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

억도 못 하게 하리라

 Then the Lord said to Moses, “Write this on a scroll as 
something to be remembered and make sure that 
Joshua hears it, because I will completely blot out the 
name of Amalek from under heaven.”

SAEROUN QT

15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닛시라 

하고

 Moses built an altar and called it The Lord is my Banner. 

16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

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

더라

 He said, “Because hands were lifted up against the 
throne of the Lord, the Lord will be at war against the 
Amalekites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새로운QT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29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4140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출 18:13-26

15
수

13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

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14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

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네 곁에 

서 있느냐

15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

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16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17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는 것

이 옳지 못하도다

18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네게 너무 중함이라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19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

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

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SAEROUN QT

20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

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

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22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

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23 네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네게 

허락하시면 네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24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5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

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

으매

26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

스로 재판하더라

새로운QT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30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4342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출 19:1-6

16
목

1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삼 개월

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On the first day of the third month after the Israelites left 

Egypt-on that very day-they came to the Desert of Sinai.

2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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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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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EROUN QT

4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You yourselves have seen what I did to Egypt, and how I 
carried you on eagles’ wings and brought you to myself.

5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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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

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you will be for me a kingdom of priests and a holy 
nation.’ These are the words you are to speak to the 
Israelites.”

새로운QT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31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4544

시내산 언약을 
받을 준비
출 19:7-25

17
금

7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

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8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9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네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

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

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10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

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

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11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

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

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SAEROUN QT

12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에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

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13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죽이거

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

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14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

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15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16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

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

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새로운QT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32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4746

17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18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 

가마 연기 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

하며

19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20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

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

가매

2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

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

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SAEROUN QT

22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

을 칠까 하노라

23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

령하여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라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리이다

24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는 내려

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들과 백성

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에게로 올라오

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25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알리니

라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32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새로운QT



4948

영적 지도자들의 
예배
출 24:1-11

18
토

1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명과 함께 여

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2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아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

라오지 말지니라

3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

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

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4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

라엘 열두 지파대로 열두 기둥을 세우고

5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SAEROUN QT

6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7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

리가 준행하리이다

8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

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

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9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칠십 인이 올라가서

10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 듯하고 하늘 같이 청명하더라

11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

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새로운QT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33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5150

군대
엡 6:10-1819

주일

10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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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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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

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

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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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

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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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EROUN QT 교회는 입니다. [시리즈 7]

14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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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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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

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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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Take the helmet of salvation and the sword of the Spirit, 
which is the word of God.

18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

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

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And pray in the Spirit on all occasions with all kinds of 
prayers and requests. With this in mind, be alert and 
always keep on praying for all the Lord’s people.

새로운QT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5352

살아 있고 활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히 4:9-13

20
월

9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There remains, then, a Sabbath-rest for the people of 

God;

10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

라

 for anyone who enters God’s rest also rests from their 
works, just as God did from his.

11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

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Let us, therefore, make every effort to enter that rest, so 
that no one will perish by following their example of 
disobedience.

SAEROUN QT

12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

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

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For the word of God is alive and active. Sharper than any 
double-edged sword, it penetrates even to dividing soul 
and spirit, joints and marrow; it judges the thoughts and 
attitudes of the heart.

13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

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Nothing in all creation is hidden from God’s sight. 
Everything is uncovered and laid bare before the eyes of 
him to whom we must give account.

새로운QT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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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의 영광 속으로
출 24:12-1821

화

1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

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네가 그들을 가

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네게 주리라

 The Lord said to Moses, “Come up to me on the 
mountain and stay here, and I will give you the tablets of 
stone with the law and commandments I have written 
for their instruction.”

13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

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Then Moses set out with Joshua his aide, and Moses 

went up on the mountain of God.

14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

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아론과 훌이 너

희와 함께 하리니 무릇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

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He said to the elders, “Wait here for us until we come 
back to you. Aaron and Hur are with you, and anyone 
involved in a dispute can go to them.”

15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When Moses went up on the mountain, the cloud 
covered it,

SAEROUN QT

16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 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

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

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and the glory of the Lord settled on Mount Sinai. For 
six days the cloud covered the mountain, and on the 
seventh day the Lord called to Moses from within the 
cloud.

17 산 위의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

에 맹렬한 불 같이 보였고

 To the Israelites the glory of the Lord looked like a 

consuming fire on top of the mountain.

18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

며 모세가 사십 일 사십 야를 산에 있으니라

 Then Moses entered the cloud as he went on up the 
mountain. And he stayed on the mountain forty days 
and forty nights.

새로운QT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34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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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송아지 우상 비극
출 32:1-1022

수

1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

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

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2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

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3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

에게로 가져가매

4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

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

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

라

5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

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

니라 하니

SAEROUN QT

6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

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

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

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8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

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

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

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9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새로운QT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35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5958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출 32:11-29

23
목

11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

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

게 진노하시나이까

12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

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

지 마옵소서

13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

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

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

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

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14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SAEROUN QT

15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

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16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

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17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

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

나이다

18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

하는 소리로다 하고

19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 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새로운QT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36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6160

20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

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

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21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

지게 하였느냐

22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

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23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24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

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SAEROUN QT

25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26이에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

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27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

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

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

라 하셨느니라

28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삼천 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29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

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

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36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새로운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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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라
출 33:1-10

24
금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가 애

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

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

라가라

2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

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

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3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

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

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4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5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 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 내

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

지 정하겠노라 하셨음이라

SAEROUN QT

6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 산에서부터 그들의 장

신구를 떼어 내니라

7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

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

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8 모세가 회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9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에 구름 기둥이 내

려 회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

하시니

10 모든 백성이 회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

배하며

새로운QT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37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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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친히 
가리라
출 33:11-23

25
토

11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

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

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12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

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

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

었다 하셨사온즉

13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

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14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15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 곳에서 올려 보내

지 마옵소서

16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

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SAEROUN QT

17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앎이니라

18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19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

을 네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

을 네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

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

을 베푸느니라

20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21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22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23 손을 거두리니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

은 보지 못하리라

새로운QT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38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6766

증인
사 43:10 & 마 28:16-20 & 행 1:826

주일

(사 43:10)

10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

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

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

에도 없으리라

 “You are my witnesses,” declares the Lord,
    “and my servant whom I have chosen,
 so that you may know and believe me
     and understand that I am he.
 Before me no god was formed,
     nor will there be one after me.

(마 28:16-20)

16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Then the eleven disciples went to Galilee, to the 
mountain where Jesus had told them to go.

17 예수를 뵈옵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

람들이 있더라

 When they saw him, they worshiped him; but some 
doubted.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Then Jesus came to them and said, “All authority in 
heaven and on earth has been given to me.

SAEROUN QT 교회는 입니다. [시리즈 8]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

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

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and teaching them to obey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And surely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행 1:8)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

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and you will be my witnesses in Jerusalem, and 
in all Judea and Samaria, and to the ends of the earth.”

새로운QT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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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보고 
들은 바 
요일 1:1-4

27
월

1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

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의 손으로 만진 바라 
 That which was from the beginning, which we have 

heard, which we have seen with our eyes, which we 
have looked at and our hands have touched-this we 
proclaim concerning the Word of life.

2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

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

신 바 된 이시니라

 The life appeared; we have seen it and testify to it, and 
we proclaim to you the eternal life, which was with the 
Father and has appeared to us.

SAEROUN QT

3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

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We proclaim to you what we have seen and heard, 
so that you also may have fellowship with us. And our 
fellowship is with the Father and with his Son, Jesus 
Christ.

4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We write this to make our joy complete.

새로운QT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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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돌판
출 34:1-1128

화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

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뜨

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2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3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

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

서 먹지 못하게 하라

4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

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 산에 올라가니

5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

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새

6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

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SAEROUN QT

7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

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삼사 대까지 보응

하리라

8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9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

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

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10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

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

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

할 것이라 네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

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

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11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

키라 보라 내가 네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

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리니

새로운QT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D-39

•••묵상(MEDITATION)

 오늘 본문에서 

 내게 가장 와 닿은 말씀은 무엇입니까?

•••적용(APPLICATION)

 오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살아야겠다고 결단하십니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2023. 
02

NOTE

개인기도 
노트

새로운QT[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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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 REQUEST

개인기도제목 - 1주차P

날짜 기도제목 응답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새로운QT

개인기도제목 - 2주차P

날짜 기도제목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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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AYER REQUEST

개인기도제목 - 3주차P

날짜 기도제목 응답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새로운QT

개인기도제목 - 4주차P

날짜 기도제목 응답



2023. 
02

TESTIMONY

1. 이현정B 집사, 최정은E 성도

2. 박동혁 성도, 계진수 성도

3. 류재준 피택장로, 서상원A 성도

4. 김현중B 성도, 김 수 성도

CES
간증문 

새로운QT[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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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현정B 집사  제게 CES 멘토는 항상 부담이 앞서는 자리였습니다. 멘티님을 잘 품으며 기독교 기초 

교리를 내가 잘 전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매번 선뜻 결정을 쉽게 내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순종하게 되는 사역이 CES였고, 어렵게 순종하고 부담으로 시작을 하지만, 하면 할수록 

마음의 부담은 사라지고 감사와 은혜로 충만하게 되는 오묘한 사역임을 경험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개인적으로 3년 만에 다시 시작한 이번 CES는 감사하게도 멘티님을 만나러 가는 그 

첫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마음의 설렘과 기쁨을 주셨습니다. 가르침의 은사는커녕 말주변도 전혀 없

는 저이기에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하며, 성령님의 가르치심으로 기독교 기초 교

리를 잘 깨달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CES 시간이 되기

를 소망함으로 나갔습니다.

기쁜 일을 나누면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 슬픔을 나누면 약점이 되어 돌아오는 강퍅해진 요즘의 

사회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해 나가는 12주간의 CES는 저희 두 사람에게 오아시스와 같은 

영적인 은혜의 쉼을 누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먼 곳에서 오는 수고가 있었음에도 한 과정 한 과정 

성실히 준비해 오는 멘티님의 모습이 참 고마웠습니다. 한 주 한 주 배워가는 기독교 기초 교리의 과

정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께로 초점을 맞추어 나가려 하는 멘티님의 열심과,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

을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모습이 참 멋지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모태신

앙인인 멘티님과 저는, 모태신앙인으로서 남모르게 고민하고 있었던 부분들까지도 솔직하게 나누

고 하나님의 도움을 함께 구하는 은혜가 있어서 하나님께 더욱 감사했습니다. 

이번 CES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멘토인 제게 기독교 기본 교리들을 통해 다시금 깨닫게 하신 것

이 있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왜 사는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믿고 살 때,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임

을, 하나님의 설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순리임을 다시 확실히 깨닫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사역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동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기독교 기초 교리를 통해 복음의 통로가 되는 CES가 정말 귀한 

프로그램임을 다시 깨달으며, 부족하지만 이 귀한 사역에 저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인해 더 행복해지는 멘티님이 되도록,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늘 기도와 말씀에 힘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는 멘티님이 되어, 복음과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멋지고 귀하게 감당하는 멘티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또한, 

멘티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시고 이 만남을 은혜로 풍성하게 채워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

광을 올려 드립니다.

TESTIMONY

나에게도 영적 깨달음을 

주신 CES

이현정B 집사 (E강북공동체)

 최정은E 성도  모태신앙인 저에게 교회 문화나 교리 공부는 항상 너무나도 익숙한 것이었습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하지 않는 제 믿음과 신앙생활, 그리고 성도다운 삶의 모습이 없는 제 자신

에 항상 실망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훈련과정들에 임할 때도 큰 기대감 없이, 그 익숙함

으로 임해 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뎌진 마음과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제 믿음에도 불구하고 

CES 멘토링을 듣기로 결심한 계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막연

하고도 필사적인 생각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믿음의 성장에 대한 간절함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 컸

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미 멘토링 과정을 마친 친구를 통해서도 CES를 통해 얼마나 풍성함을 누

렸는지 전해 들은 바가 있어 저도 꼭 그 풍성함을 누리고 싶은 마음도 들었습니다. 

CES 멘토링 덕분에 너무 인자하고 따뜻한 멘토님을 만날 수 있었고 멘토님의 자상하고 섬세한 섬

김을 통해 시니컬하고 딱딱해져 있던 제 마음이 열리고 꼭 처음 배우는 것 같이 교리가 머릿속에 착

착 정리가 되어 들어왔습니다. 모태신앙이라 교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고 생각해왔는데 

CES 멘토링을 들으며 그 생각이 얼마나 혼자만의 착각이고 교만이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CES 멘토링을 통해 교리 공부뿐 아니라 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상황마다 꼭 와닿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신 멘토님을 만나게 된 것도 너무도 감사했습니다. 제가 고민하는 것, 걱정 근심하는 것을 멘토

님과 나눌 때마다 공감해 주시며 기도와 말씀으로 상황에 맞는 위로와 격려를 해주셨고 무엇보다 

잘 성장하지 않는 믿음으로 근심하고 답답해하는 제 마음을 다독여주시며 그 마음을 믿음으로 보

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멘토님을 

통해, 그리고 CES 과정을 통해, 저를 놓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하나님만을 보도록 하신 절 향한 하나

님의 변치 않는 깊은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CES 과정을 은혜로, 기쁨으로 마쳤지만 저는 아마도 잘 넘어지는 약한 사람입니다. CES를 마쳤다고 

제 삶이 극적으로 변한다던가 갑자기 엄청나게 믿음이 성장한다던가 하는 일이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압니다.  그렇지만 집사님의 격려대로 변화를 소망하고 성장을 갈망하는 제 마음

을 저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여전히 꽉 붙들고 계시며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믿

음이 이제는 확실히 제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믿음의 발버둥을 이어가기 위해, CES의 은혜를 이어가기 위해 수요 커피브레이크

를 들으며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한없이 약하고 부족한 저이지만 누군가 저와 같은 고민을 하는 분이 CES를 하기로 결심하신

다면 이렇게 약하고 부족한 제 모습을 나누며 제가 CES를 하며 받았던 따뜻한 격려와 위로, 그리고 

이런 제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시며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깊은 사랑을 함께 나누

고 싶습니다.

CES를 통해 따뜻한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 주신 멘토

님에게 큰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운QT

하나님과의 

따뜻한 교제의 통로 CES

CES 간증문

최정은E 성도 (N강남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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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동혁 성도  ‘나의 작은 소망을 실천하고, 말씀을 지속적으로 가까이하자’라는 마음으로 CES 16기 매

칭 여부를 묻는 문자에 “교회의 결정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회신을 보낸 작년 8월. 계진수 형제님과 매

칭이 되었고, 수원과 울산이라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거리에서도 온라인으로 CES 진행을 가능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8년 저의 멘토님으로부터 CES 양육을 받을 당시, 저는 인생에 있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광야를 막 시작할 시기여서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도 매우 연약한 상황이었습니

다. 그런 제게 멘토님과의 첫 만남, 첫 마디는 “하나님께서 이번에 왜 멘티님과 저를 만나게 해주셨을지 

기대됩니다”였고, 멘토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사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나도 멘토님처

럼 멘티님들을 섬겨야겠다”라는 작은 소망들이 생겼습니다. 

이런 저희 작은 소망은 계진수 멘티님께서 이 자리에서 수료를 하고 또한 간증문을 나누게 해주시는 하

나님 은혜의 열매가 되었습니다. 저 또한 멘티님과의 첫 만남 속에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왜 멘티님과 저

를 만나게 해주셨을지 기대됩니다.”라고 시작했고, 멘티님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든 상황을 겪었던 이

벤트 사업체 대표님이라는 것을 멘티님과의 나눔 중에 알게 되었고, 이에 멘티님께 힘이 되실 것이라 믿

고 부끄럽지만 저의 삶과 간증들을 나누며 코로나 상황 속에 힘을 내서 매주 CES를 통해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지금 이 시간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과 회사 생활 속의 여러 가지 상황과 CES 주제들을 적용하며 서로 간증을 나누고, 자녀 양육에 

대한 각자의 생각들을 나누면서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서로의 모습을 보면서 힘을 낼 수 있었고, 

결국 모든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CES로 만나게 해주셨는지를 알게 해 주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

께 붙어 있어야 하며, 그런 하나님을 매일 조금씩 더 알아가야 하며,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CES를 통해 

서로에게 위로와 새로운 소망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케하시고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

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계진수 성도  첫 번째로 CES를 신청하고 끝까지 마무리할 수 있게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또한,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하나하나 토닥이며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

시며 이끌어 주신 박동혁 멘토님께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문득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저에게 순장님께서 “계진수 형제님. CES 신청하시는 것이 어떠실까

요? 꼭 추천해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CES는 기독교 기초교리로써 멘토와 멘티가 1:1로 만나 1주

일에 1번씩 하는 양육 코스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성경 책을 읽었고, 교회 부설 유치원을 다녔으며, 중, 고등부 

시절에는 학생회 회장직을 맡으며 나름 교회 생활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 “기독교 기초교리 라니…”라고 

속으로 생각하며, “네. 순장님 일정 확인하고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며 순장님과 헤어지고 

박동혁 성도 (S강남공동체)

TESTIMONY

모든 은혜의 결론, 

예수 그리스도

돌아오는 차 안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저는 이벤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시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회사 매출은 마이너스, 직원

들은 다 퇴사하고, 회사 자산도 매각하며 작은 창고로 이전하며 버티고 버텼습니다. 그러던 중 2년이라

는 시간이 지나고, 2022년 드디어 코로나가 잠잠해지고 행사들이 하나, 둘 진행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벤트 업계에서는 올해가 핵 폭풍 급 역대 매출을 기록할 것이라고 예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저희 회사도 코로나 이전의 매출을 회복하며 회사에 점점 활기가 돋기 시작하였습니다. 

행사가 시작되면 집으로 퇴근도 못하며, 차에서 밤새워 일하는 일이 다반사인데 CES를 할 수 있을까? 매

주 정해진 시간에 참여할 수 있을까? 고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와이프의 적극적인 권유와 “그래 이것

도 못 하면 안 되지”라는 생각으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장님께서 신청해도 한 번에 매칭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으니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청이라도 해봐야겠다고 신청했는데 감사하게 한 번에 

매칭이 되어 CES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상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밤낮으로 밀려드는 일정을 소화하며, 차 안에서 2~3시간씩 쪽잠을 

자며, 회사 일정들을 매주 화요일마다 CES를 참여하는 것이 때로는 벅차고 힘든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또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이 저를 시험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한 번은 강원도에 위치한 어느 리조트에서 

규모가 큰 행사 의뢰가 들어와 아무 생각 없이 화요일 일정을 잡고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서를 쓰

고 집으로 돌아와 와이프에게 자랑하듯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여보. 화요일 CES 있잖

아” 그 순간 마치 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멍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바

로 방으로 들어가 행사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 일정은 저희 회사는 참여가 어려울 듯합니다. 제가 정말로 중요한 일정이 있었는데 

잊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비록 회사 매출은 줄어들었으나 저는 정말 소중한 것을 찾은 것만 같

았습니다.

그 이후로 기도로 CES를 준비하고 진행하며, 마법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많은 일정 중 CES 시간과 

순모임 시간이 하나, 둘 정리되며 온전히 주님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흩어진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것처럼,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작은 지식들이 CES를 통해서 

맞춰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 책 속에서만 일어나는 옛날이야기가 아닌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저와 

늘 동행함을 믿고 아니 저와 늘 동행하심을 확신하는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CES를 통하여 제가 깨달은 점은 “네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가장 우선순위

로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두 가지를 느끼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CES를 마치며 난 모태신앙인데, 중·고등부 회장이었는데, 교회 생활만 42년 했는데라는 겉으로 보이는 

성경적 지식이 아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신 하

나님께 감사드리며 글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CES 간증문

계진수 성도 (S강남공동체)

새로운QT

첫번째 우선순위가 되었던 

하나님과의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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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재준 피택장로  ‘이번에는 주님이 어떤 분을 만나게 해주실까?’
CES 멘티님과의 첫 만남은 늘 설렘과 기대를 갖게 합니다. 직전 멘티님과의 멘토링 이후 꼭 일 년 만에 
교회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서초구 교대역 부근에서 CES 나눔을 희망한다는 멘티님의 요청으로 인한 
연결이었습니다.

결혼을 계기로 자매님의 권면에 따라 교회를 처음 나오게 되었다는 멘티님의 나눔을 듣고는 이번 CES 
만남을 통하여 멘티님에게 겨자씨만 한 믿음이라도 온전히 생길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달라는 기도
를 드리며 주님의 역사하심에 온전히 의지하였습니다. 두 세 번의 만남까지는 늘 쉽지 않은데, 이번에도 
멘티님의 눈높이에 맞추어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전달하면 될지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렇게 
나눔을 이어가던 중 세 번째 만남부터는 성령님께서 이 시간을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지며 임하게 되
었는데, 만남이 거듭될수록 질문과 나눔의 깊이가 더해졌고, 더 많은 내용을 다루게 하심에 기쁨 가운데 
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멘토를 신뢰하며 만남의 약속을 한 번도 어김이 없이 마지막까지 신실하고 진지하게 
성실히 임해준 멘티님께 감사를 전합니다. 이제 멘티님과는 지난주부터 커피브레이크 화요 저녁반에서 
인도자와 조원으로 다시 만나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아홉 번의 만남을 이어갑니다.
기독교 교리의 기초 위에 말씀의 성벽을 쌓아 가실 멘티님을 축복하며,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 된 지체로
서 든든히 세워져 갈 것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형제의 만남과 교제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상원A 성도  지난해 이맘때 즈음에 입교 세례를 받고 특별새벽 기도를 완주하면서 믿음이 생겼고, 주
일 예배와 교회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시간과 부흥회 때 성령체험 비슷한 것을 느
낀 것 같았지만 성경을 제대로 읽은 적도 없고, 교리적인 것에 문외한이라 궁금한 점들이 많았고, 이해되
지 않는 것들도 많아 CES라는 과정을 추천받아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유튜브를 통해 
기독교의 역사와 성경 내용을 쉽게 설명해 주는 방송을 찾아보았지만 머릿속에 정리가 잘 안되고 혼란
스러워서 체계적으로 기초교리를 배워보고 싶은 기대가 있었습니다.

멘토님의 첫인상은 풍채만큼이나 우직하고 흔들리지 않는 경건함 같은 것이 느껴졌었습니다.
마치 수도원의 수도사 같은 완고한 모습에 이 과정을 다 마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류재준 피택장로 (E강북공동체)

TESTIMONY

말씀의 성벽을 

쌓아가는 CES

첫 시간 원죄를 알아가면서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내용들에 혼란스러웠습니다. 우선 나를 죄인으로 규정
짓는 것에 대한 반발과 자유의지 같은 개념은 머릿속으로 받아들이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첫 
시간을 꾸역꾸역 마치고 늦은 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나랑 잘 안 맞는 것 같다’, ‘괜히 신청했다’
는 둥 투덜거리다가 잠이 든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과정을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를 했고, 신
기하게도 마음속에 불평은 사라지고 두 번째 시간부터는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멘토님께서는 교리를 설명하실 때는 정말 타협이 없을 정도로 완고하셨고, FM대로 성경의 말씀을 전달 
해주셨습니다. 저는 평소 의구심이 들었던 것을 가감 없이 질문드렸고, 멘토님께서는 짜증 내지 않고 차
근차근 답변해 주셨고 신앙생활의 에피소드나 성지순례 체험 등을 이야기해 주셔서 교리를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비록 영적 전쟁, 종말론처럼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제에서는 치열하게 
의견을 주장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멘토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입각해서 흔들림 없는 진리
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머릿속을 채우겠다는 생각으로 이 과정을 신청했는데 시간이 지
나면서 믿음이 단단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말로는 좀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생겼고, CES 과정 중에 참석
한 교회 찬양집회 때는 강력하진 않지만 성령체험의 은혜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CES 과정에서 배운 것들을 생활에 적용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기도와 말씀묵상에 대해 공부한 후
에 성경통독을 결심하였고, 기도를 함에 있어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난임으로 시험관 시술을 고려하던 저희 부부에게 아이가 생기는 기적 같은 일도 생겼습니다. 
아이를 갖는 기쁨을 달라는 기도를 간절하게 했는데 기도 응답을 해주셨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운
행하심을 느꼈습니다.
12번의 멘토링을 거치면서 기독교에 대한 저의 편견과 그릇된 생각들이 부서졌고, 진리와 이단을 구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이 과정 동안 인간이 규정해놓은 신이 아닌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었습니다. 
저는 향후 교회의 양육 프로그램을 착실히 밟아갈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교회의 사역도 하
고, 멘토로서 멘티들을 양육할 수 있게 흔들림 없이 신앙생활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저같은 초신자에게 영성이 깊고 믿음이 굳건하신 멘토님을 매칭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운
행하심에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CES 간증문

서상원A 성도 (N강남공동체)

새로운QT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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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중B 성도  저는 이번에 네 번째로 CES 멘토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직전에 했던 CES는 코로나 팬

데믹 초기였어서 마스크를 계속 착용한 상태로 나눔을 하였으며, 식사뿐 아니라 많은 교제를 하지 못했

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번엔 코로나 상황이 많이 나아져서 다시 한번 기대감을 가지고 CES 멘토 신

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매칭된 멘티님은 저와 18살 차이가 나는 대학교 2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저도 마음은 20대지만 ‘아, 이제 나도 진짜 아저씨구나’를 실감하며, ‘세대 차이가 나면 어떡하지’하는 마

음으로 걱정 반, 기대반으로 멘티님과 CES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CES를 하면서 교제의 시간이 쌓이고 서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멘티님의 모습이 꼭 저의 

20대를 보는 듯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중·고등부 때부터 교회 사역에 헌신하고 교회에 순종하는 모습, 

삶의 모든 패턴이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저와 많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대

학생 때 학교 친구들 모임 보다 교회 모임과 예배를 더 우선시하다 보니, 대학교 친구들을 많이 깊게 사

귀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성격이 내향적이다 보니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하나님

과 교제하는 것이 더 맘 편했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항상 주님 안에서 맺어진 관계들로 인해 주변

에 항상 믿음의 친구들은 많았던 것 같습니다.

CES를 통해 멘티님과 교제를 하면서 저의 20대 때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돌아보게 되었고, 그러면

서 그 당시 하나님과 깊게 교제했던 첫사랑이 회복되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일반적인 20대 친구들처럼 

재미있고 다양한 경험을 하며 살았었지만, 그러한 가운데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손

을 놓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행여나 주님으로부터 멀어져도 엄마 손을 놓친 어린아이처럼 금방 

돌아와 주님을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30대가 되어 사회생활을 하고, 결혼 생활을 하면서도 삶 속에 

불안함이 없고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20대부터 쌓아온 하나

님과의 관계가 밑바탕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멘티님한테도 젊었을 때 다양한 경험

이 중요하다고도 했지만, 그 가운데 주님과 항상 동행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도 새로운 교회에서 20대 때부터 해왔던 것처럼 순종하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

지 사역을 담당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힘들다는 생각이 들기보다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축복

된 기회라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사역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교회에서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며,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합니다. CES 기간 동안 은혜 주심에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김 수 성도  CES 멘토링을 받기 전 저의 마음은 매우 분주했습니다. 대학생활을 잠시 멈추고 휴학 생

활을 시작하여 ‘진정한 휴식’을 찾고 삶을 돌아보고 계획적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군대 입영신

청을 하여 주어진 시간 안에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을 위하여 자격증 준비를 하고 몸을 만들고 책을 

김현중B 성도 (E서초공동체)

TESTIMONY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었던 CES 멘토링

읽고 여행도 하며 삶에 변화를 일으키려고 했습니다. 

나름 계획대로 잘 하고 있었지만 저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SNS를 볼 때면 친구들이 살

아가는 모습을 보며 더더욱 불안함과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그냥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맞았었나 하

고 후회도 했습니다. 사실 그냥 계획한 대로 살아가면 되는데 무엇보다 저를 괴롭게 했던 것은 진로

도 아니고 연애도 아니며 비난과 조롱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다는 것이 

가장 힘든 점이었습니다. 여름에 그렇게 뜨겁게 만났었는데, 이렇게 기도와 말씀을 못해질 수가 있

나 싶었습니다. 탓도 많이 했었습니다. 마음이 하나님 부어주시는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은 이유가 있

을 것이라고… 그렇게 마음에 고민이 있던 와중에 CES 멘티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휴학을 결정하고 계획을 짤 때에 자기 계발을 어떻게 할지 여행은 어떻게 다

닐지 어떻게 쉬어야 남 눈치를 안 볼지에 대해서만 생각한 저였다는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

게 할지에 대해서는 저의 관심 밖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다시 각오를 다지며 CES를 신청하게 되었

습니다. 

CES를 통해 저의 삶이 갑자기 드라마틱 하게 변화된 것은 아니지만 OT까지 포함해서 13번의 멘토

님과의 만남을 통해 정말 많은 위로와 도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멘토님은 저의 믿음의 선배이자 

삶의 선배입니다. 멘토님은 저와 참 많이 닮은 사람인데, 모태신앙이며 딱히 하나님 울타리 밖으로 

나가지 않고 평범함을 추구하는 점이 가장 큰 공통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중에 있었던 고민들을 이미 해본 분이었기에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풀어나갔는지 또는 어

떻게 낙담했었는지, 듣기 만해도 재밌고 유익했습니다. 당연히 CES를 하며 들었던 내용은 정말 도움

이 많이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제가 모르는 내용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믿음, 구원, 삼위일체 

하나님, 교회.. 모든 단원에서 배울 점이 많았습니다. 또한 매주 숙제로 말씀을 적으면서 말씀을 가

까이하니 전보다 더 말씀을 찾게 되고 기도가 쌓여 믿음이 쑥쑥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특히 마지막 

12과의 내용을 통해 한홍 목사님의 교회 철학을 엿볼 수 있어 유익했습니다.

이제 CES를 모두 마치고 다시 일상 속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최근의 주일 설교 말씀처럼 작은 일에 충

성하려고 합니다. 게으름의 죄와 싸우고 주어진 시간으로 영광 돌리는 삶을 살 것입니다. 앞으로 군대

도 가고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하고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은 변하지 않

을 것입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올해 주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꿈이

자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 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CES 간증문

김 수 성도 (Jr.청년부)

새로운QT

다윗과 같은 예배자의 삶을 

꿈꾸게 한 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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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P

새로운Q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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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O

메모P

2월 수요예배 "기도"

시간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낮 12시 
 문의 : 조은영 전도사 choeunyoung@saeroun.net

02월 01일 02월 08일 02월 15일 02월 22일

이준희 목사 천혜경 선교사 이상화 목사 이사무엘 목사

2023년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2023.1.3(화) - 3.1(수) 오전 6시 / 본당 & 각 기도 스테이션(화-금)

40일 신년특별새벽기도회 스테이션

스테이션 주소 담당자/연락처

독산
아트스크린: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38번지 
고려테크온 406호

장동신 성도
010-5441-0531

성수
건대 스튜디오: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34길 32

박찬필 집사
010-5663-3888

영등포
한솔플러스수학논술학원: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 29길5 동성빌딩 3층

송지숙 권사
010-6705-9611

일산
더 프로: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 1455 
대우시티프라자 721호

김귀란 집사
010-9860-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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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재역 출발 5:30 : 양재역 파리바게뜨> 일동제약사거리 보도블럭 > 한라아파트 > 교총

교회 출발 7:10(화~금), 7:20(토) : 교총 > 한라아파트 > 양재역 파리바게뜨

셔틀탑승장소(하얀색 스타렉스 차량) - 양재역 9, 10번출구 파리바게뜨 앞 / 교총 본관 앞(테니스장 방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