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원주민을 모두 몰아내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
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죄를 완전히 끊어 낸 적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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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까?
The People of Israel had to obey God’s command to drive out all the inhabitants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

of Canaan. Have you ever drive out your sin to be holy as a person of God?

Believe Like Jesus

‘철저한 순종을 원하실 때’

6.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 위해 내가 결단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함께 나눠 봅시다.

민수기 33장 50절-56절

Let us take a look at ourselves to see if we can make any commitments to
complete obedience to God’s words and how we might share them with others.

알리는 말씀
Ⅲ. 삶의 열매를 거두며(Harvesting the Fruits of Life)
하나님께서는 요단강가 모압평지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준비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
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셨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는 방법을 말

1. 목장별로 섬기고 계신 협력 선교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 및 후원해 주
시길 부탁드립니다.
2. 각 목장은 목장 모임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장모임의 순서는 다

씀하시고, 만약 순종하지 않으면 이들을 가나안 원주민처럼 심판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C. S. 루이스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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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하나님을 신뢰해 “자신을 그에게 맡겼다면 그에게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온전히 지
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그리스도의 말씀에 민감하게 반
응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나는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When the people of Israel were preparing for the conquest of Canaan in the Plains of
Moab, God told them His will that they shall conquer Canaan and distribute the land as
He commanded. God also warned the Israelites that they would face the judgment of
God just as the Canaanites did if they did not obey. In the same way, God wants His
people to obey His words. C. S. Lewis described it this way: “If you have really handed

3. 매월 넷째 주일은 지역별 목장 식탁교제의 날입니다. 2부 예배 후 목장별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목자님들께서는 매주일 출석 보고 및 목장 보고를 매주 월요일까지 카톡
방을 통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5. 매월 넷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 본당에서 중보기도회가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사님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함께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중보기도제목

yourself over to Jim, it must follow that you are trying to obey Him.“ In other words, we

1. 웨스트힐 장로교회의 리더쉽(교역자, 장로, 안수집사, 권사, 목자)을 위해.

should try our best to do as God says every time, not to choose whether to obey God

2. 공동체의 연약한 성도와 가정을 위해(영적, 육적, 경제적……)

or not. Thus, as Christians we have to be sensitive and responsive to God’s words. What

3. 다음세대(영아부,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EM대학부, KM청년부)를 위해

kind of efforts are we making to listen to God?

4.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각 목장의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철저한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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떻게 반응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철저한 순종을 원하실 때

민수기33:50-56
Numbers 33:50-56

God Desires Complete Obedience

In Eat this Book, Eugene Peterson says: “Obedience is the thing, living in active
response to the living God,” which means that all Christians must choose to obey
God’s words voluntarily, with the help of the Holy Spirit. There are many areas in

50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 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our lives where we can choose to respond to God in an active manner. Unfortu-

51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 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nately, we often see ourselves conforming to the specific situations, rather than

들어가거든

52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53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54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
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55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
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
게 할 것이요 56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50

obeying God’s words. Let us take a look at today’s passage to see how we can
respond to God who desires complete obedience.
Ⅱ. 말씀의 씨를 뿌리며(Sowing the Seed)
1.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으
며, 이같이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51~52절)
What was God’s command to the people of Israel about the inhabitants of Canaan? Why did He command them to do this?(vv. 51-52)

Then the LORD spoke to Moses in the plains of Moab by the Jordan opposite Jericho,

saying, 51 "Speak to the sons of Israel and say to them, 'When you cross over the Jordan
into the land of Canaan, 52 then you shall drive out all the inhabitants of the land from
before you, and destroy all their figured stones, and destroy all their molten images and
demolish all their high places; 53 and you shall take possession of the land and live in it,
for I have given the land to you to possess it.

54

'You shall inherit the land by lot ac-

2.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차지할 땅을 어떤 방법과 기준으로 분배해야 합니까?(54절)
On what basis and standard were the people of Israel to distribute the land they
were going to acquire?(v. 54)

cording to your families; to the larger you shall give more inheritance, and to the smaller
you shall give less inheritance. Wherever the lot falls to anyone, that shall be his. You
shall inherit according to the tribes of your fathers.

55

'But if you do not drive out the

inhabitants of the land from before you, then it shall come about that those whom you
let remain of them will become as pricks in your eyes and as thorns in your sides, and
they will trouble you in the land in which you live. 56 'And as I plan to do to them, so I
will do to you.”

3. 가나안 원주민을 몰아내지 않을 경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게 하는 존재
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55절)
Why would the inhabitants trouble the people of Israel if they did not drive them
out of Canaan?(v. 55)

Ⅰ. 마음의 문을 열며(Opening Your Heart)
유진 피터슨은 《이 책을 먹으라》에서 “핵심은 순종, 즉 살아 계신 하나님을 향한
능동적 반응 속에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도우
심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에 자발적 순종을 선택하며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신앙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능동적 반응의 영역은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에 순종하려는 모습보다는 상황과 타협하려는 모습을 더

4.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원
주민처럼 대하겠다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56절)
What did God say that He would do to the Israelites if they did not obey God’s
command? (v. 5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