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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의 능력대신 자기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2022 뉴저지초대교회 순모임 교재

하나님에 대한 믿음

Q

그 땅을 차지하는데 걸림돌은 무엇이었나요?
S

1. 마음열기 지내 온 이야기, 은혜 받은 경험들을 나눕니다.
2. 찬양 너 시험을 당해(342) / 선한 능력으로
3. 기도

4. 본문읽기

민수기 13:26-33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아와 그들에
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27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
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28 그러나 그 땅 거주민
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29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 가에 거주하더이다… 32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
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
대한 자들이며 33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
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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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순모임 영상시청
6. 말씀나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큰 민족(이스라엘 나라)을 이루고, 좋은 땅(가나안)을 차지하
며,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침내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여보낼 준비를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장애물이 나타나자,
백성들은 놀라고 두려운 나머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바울은 이 광야 이
야기가 우리에게 본보기로 주어졌다고 말씀합니다(고전 10:11).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결말이 얼마나 비극적인지를 알려주면서, 우리로 다시 깨우치
게 하는 교훈을 준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Q Question

S Sharing

믿음이 흔들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 14:1-4)

믿음을 잃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던지, 이전 노예
로 돌아가는 것이 더 낫겠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믿음을 잃으면 분별력까지 잃게 됩
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홍해와 광야에서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잊어 버리고, 약속의 땅을 주
시겠다는 미래의 약속까지도 모두 무시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
는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두려움을 어떻게 이기게 하는 것일까요?

3) 믿음을 잃으면 우리 믿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줄 대변자가 필요합니다.

민수기 14:1-20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2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
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
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4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19 구하옵나니 주의 인
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
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20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아름다운 땅과 풍요로움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적들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들은 믿음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의 능력대신 나의 능력을 보게 되면서 내가 이길 수 있는가를 계산하게 되었습니
다. 최근 하나님의 능력을 보며 믿음으로 결정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하
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 나는 무엇을 더 노력하면 좋을까요?

2) 믿음을 잃으면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권능과 미래의 약속을 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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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탐꾼들이 보고한 그 땅의 좋은 점은 무엇이었나요? (민 13:26-33)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평하며 죄를 범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민 14:19-20)
모세는 자기 백성의 죄와 의심을 용서해 주시길 구하며 대변자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범
죄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길 바랬
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었을 때 나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줄 믿음의 동료가 있다면 누구이
며 어떻게 도움을 받았나요? 우리의 진정한 대변자요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우리 믿음의 회
복을 어떻게 도우실 수 있을까요?

결론

믿음을 잃으면 하나님의 능력대신 자기 능력을 바라보기 시작하며,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
혜 뿐 아니라, 그분이 주신 미래의 약속마저 잊어 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준비하신
길로 우리를 기쁘게 인도하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늘 하나님 편에 선다면 하나
님께서는 은혜를 주셔서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하시며,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요
1.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기억하며 오늘의 두려움을 이기게 도와 주소서.
2. 우리 공동체가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선교지와 사역을 도와 주소서.

*가족 순교재 자료를 보시려면 여기를 눌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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