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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4�Deliverance�

제 4과��출애굽 
 

Key�Question:�How�can�we�nurture�faith�rather�than�doubts?��

핵심�질문:�어떻게�우리는�의심아닌�믿음을�키워나갈�수�있습니까?�

�

�

읽어야�할�내용:��출애굽기�1~7,�10-17 장,�The�Story.�pages�43~57�

 
The�Call�(The�Story,�pages�4347)��

첫째�날,�부르심   
 
God warned Abraham that his descendants would be enslaved and mistreated in a foreign land for four 
hundred years, after which he would bring them to the Promised Land.1 As we pick up the story, four 
hundred years have passed since Joseph’s family came to Egypt, and the people were indeed suffering 
under Pharaoh.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 년간 이국 땅에서 노예가 되어 학대를 받을 것이며 그 후에야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1 데려오실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번 과의 이야기 시작은 요셉의 가족이 애굽으로 온지 

400 년 후, 그들의 자손들이 바로 왕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을 때 입니다. 

  

1. (a) In what ways did Pharaoh oppress the Israelites (Exodus 1:11–16, 22)?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떤 방법으로 억압하였습니까? (츨애굽기 1 장 11 절-16 절, 22 절)   

     

(b) Do you think the Israelites would have been willing to follow Moses out of Egypt if their lives  

     were prosperous and comfortable? Why or why not?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부유하고 안락했다면 그들이 애굽을 나와 모세를 기꺼이 따라 갔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아니라면, 왜 아니라고 생각하시나요? 

 

 

(c) If possible, briefly describe a time God used difficulties to guide you to make a change.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기 위해 어려움을 주셨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When Moses was born, Pharaoh’s daughter rescued him from the Nile and raised him as her son. When he 
grew up, he killed an Egyptian who mistreated a Hebrew2 and fled from Pharaoh to Midian. That Pharaoh 
eventually died, but the new Pharaoh continued mistreating the Hebrews, and the people cried out to God 

                                                           
1�Genesis�15:1315.�창세기�15:13-15.�
2�At�this�time,�the�Israelites�(descendants�of�Israel)�were�often�called�Hebrews�(descendants�of�Eber,�Genesis�11:14).�After�the�
Assyrian�exile�they�were�also�called�Jews�(from�Judah).�이�당시,�이스라엘�사람들�(이스라엘�자손들)은�종종�히브리인이라�불렸습니다.�(강을�건넌�

사람의�자손이라는�뜻,�창세기�11 장�14 절)�앗수르�포로생활�이후,�유대인�(유다�출신)�으로도�불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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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ir misery.  
 
갓 태어난 모세는 바로의 딸에 의해 나일강에서 건져 내어져서 그녀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모세는 자라서 
히브리인을 2 학대하던 한 애굽인을 죽이고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 왕은 결국 죽었으나 
새 왕이 계속해서 히브리인들을 학대하였고, 백성들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One day on Mount Horeb,3 Moses saw a bush that appeared to be on fire without being consumed by the 
flames. As he approached to see this wonder, the Lord God called to him from the bush. 
모세는 어느날 호렙산에서 3  불이 붙었으나 타지 않고 있는 덤불을 보았습니다. 이 놀라운 광경을 가까이 

보려고 다가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덤불에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2. (a) How did God first identify himself to Moses (Exodus 3:6)? 

     하나님은 처음에 모세에게 자신을 누구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 장 6 절) 

 

(b) What had God seen and heard, and what was his reaction (3:7, 9)?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들으셨으며, 그것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출 3 장 7,9 절) 

 

(c) What did God plan to do about what he had seen (3:8)?  

     하나님은 그가 보신 것에 대하여 무엇을 하기로 계획하셨나요? (출애굽기 3 장 8 절) 

 

 

(d) What do you learn about God from this passage? 

     당신은 이 구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배웁니까?  

 

 

 

Moses asked God his name.4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4 물었습니다. 

                           

3. (a) What name did God give himself (Exodus 3:14)?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에게 어떤 이름을 주었나요? (출애굽기 3 장 14 절) 

 
 
(b) What does this name tell you about God?  

     이 이름은 당신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말해줍니까? 

 

 

           (c) Whom did God tell Moses to say sent him (3:15)?  
                하나님은 모세에게 누가 그를 보냈다고 말하라 하십니까? 
 
 

                                                           
3�Mount�Horeb�is�probably�another�name�for�Mount�Sinai.�호렙산은�시내산의�별칭인�것으로�추정됩니다.�
4�The�Hebrews�lived�among�Egyptians�who�worshipped�many�gods.�히브리인들은�여러�신들을�섬겼던�애굽인들�중에�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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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ebrew word translated LORD in capital letters is “Yhvh,”5 which means the “Self-Existent or 
Eternal,”6 and is the third-person form of the Hebrew for “I AM.”  
대문자 LORD 로 번역되는 히브리말은 “Yhvh’ (야훼)5 입니다. 이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 혹은 ‘영원히 

있는자’6 라는 뜻이며, ‘나는 존재한다’의 히브리어의 3 인칭형 입니다. 

 
God told Moses he was sending him to Pharaoh to bring the Israelites out of Egypt into the land promised 
to Abraham, Isaac, and Jacob. Moses asked what to do if the Israelites didn’t believe God had sent him—a 
valid concern—and God enabled him to give miraculous signs.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이끌어 내어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그를 바로에게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타당성 있는 우려- 어떻게 해야할지 물었고 모세는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모세가 이적을 행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4. (a) What was Moses’ reaction (Exodus 4:10)?  

     모세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출애굽기 4 장 10 절) 

 

(b) What was God’s response (11–12)?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출애굽기 4 장 11-12 절) 

 

(c) What do you learn from this about how God equips us to do that which he calls us to do? 

     이 이야기에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어떻게 우리를  

     준비시키시는지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d) Is there anything you think God may be calling you to do that you don’t feel equipped   

     for yet? If so, what encouragement can you take to step out in faith as Moses did?  

     하나님께서 부르셨같지만, 아직 스스로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끼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모세처럼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기 위해 어떤 용기가 필요합니까? 

 

 

The�First�Signs��Pages�4750��

둘째날,��첫번째�이적들�

�
Initially God allowed Moses’ brother Aaron to accompany him and speak for him. Moses and Aaron met 
with the Israelite elders, told them all God had said, and showed them signs as proof. The elders believed 
and worshipped God in gratitude for his concern over their misery.  
하나님은 우선 모세의 형 ‘아론’이 모세와 동행하여 그를 대변하게 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전했고, 증거가 되는 이적들을 보였습니다. 장로들은 
그들의 말을 믿었고, 닥쳐올 재앙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에 감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5�Or�“Yhwh”;�sometimes�transliterated�“Jehovah.”�혹은�‘야훼’;�종종�‘여호와’�로�바꾸어�쓰임.�
6�Strong’s�Talking�Greek�&�Hebrew�Dictionary�(Austin:�WORDsearch,�20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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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when Moses told Pharaoh that God said, “Let my people go, so that they may hold a festival to me in 
the desert,” Pharaoh refused. He accused the Hebrews of laziness and told them he’d no longer supply the 
straw they needed to make bricks: they’d have to search for their own straw to make the same number of 
bricks. The slave drivers beat the Israelites for not meeting their impossible quota, and the Israelites blamed 
Moses.7 Dismayed, Moses asked God why things got worse instead of better when he did what God told 
him to do. 그러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바로에게 전했을 때 바로는 거절했습니다. 그는 히브리인들의 게으름을 탓하면서 
더이상 벽돌을 만드는데 필요한 짚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예 감시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성 
불가능한 할당을 채우지 못한다고 매질을 했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를 탓했습니다.7 낙심한 모세는,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했는데도 상황이 좋아지기는 커녕 더 나빠졌는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5. (a) What did God tell Moses to tell the Israelites (Exodus 6:6)?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하라고 모세에게 이르십니까? (출애굽기 6 장 6 절) 

 

(b) What do we learn about God from the fact that he planned to judge Egypt for mistreating the  

     Israelites?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한 애굽을 심판하기로 계획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c) What relationship did God want to have with them (6:7a)?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떤 관계를 갖기 원하셨나요? (출애굽기 6 장 7 절 상반절) 

 

(d) Once they saw God redeem them mightily, what would they know (6:7b)?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기적적으로 구해 내시는 것을 본 후에 그들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출애굽기 6 장 7 절 하반절) 

 

God promised to redeem them with mighty acts of judgment so they would have no doubt that he was 

God.  

하나님은 기적의 심판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심으로 그들이 그가 하나님이심을 의심없이 믿게 

되리라 약속하셨습니다. 

  

6. (a) Where was God going to take them (Exodus 6:8)?  

     하나님은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려고 하십니까? (출 6:8) 

 

(b) What comfort might they have taken in being reminded of God’s promise to their  

    forefathers?  

    선조들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그들에게 어떤 위로를 줄 수 있습니까? 

 

(c) Briefly describe the last time you were reminded of one of God’s promises. How did that  

     encourage you? 

     최근에 어떤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난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그 약속이 당신에게 6:8) 

     어떻게 힘이 되었나요? 
 

                                                           
7�Exodus�5:21.��출애굽기�5 장�21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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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he discouraged Israelites wouldn’t listen to Moses. God told Moses to approach Pharaoh again. 
Moses replied, “If the Israelites will not listen to me, why would Pharaoh listen to me?” Despite his 
misgivings, he obeyed God and went.  
그러나 낙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바로에게 
가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제 말을 듣지 않는데, 어찌 바로가 제 말을 듣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불안감을 뒤로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나아갔습니다. 
 
As a sign to Pharaoh that God sent Moses, Aaron threw down his staff and it became a snake. Pharaoh’s 
magicians did likewise, but Aaron’s staff swallowed the other staffs, showing God’s power was greater.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표적으로 아론이 그의 지팡이를 던지자 뱀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술객들도 
비슷하게 하였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다른 지팡이들을 삼킴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심을 보였습니다. 
 

7. (a) What was Pharaoh’s reaction to Moses’ repeated call to let the people go (Exodus 7:13)?  

     모세가 그 백성을 보내달라는 반복된 요청을 하자 바로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출애굽기 7:13) 

 

(b) Had God called Moses to convince Pharaoh, or to simply say what God told him to say?  

     하나님은 바로를 설득하라고 위해 모세를 부르셨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선포     

     하라고 모세를 부르셨나요? 

 

(c) When you share a truth about God, are you ever discouraged when people don’t respond  

     positively? Why or why not? 

    당신이 하나님에 관한 진리를 나눌 때,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아서 낙심한 적이 있습니까?  

    왜 그랬는지 또는 왜 그렇지 않았는지 나누어 봅시다.  

 
(d) Moses obeyed even though he felt inadequate; briefly describe a time you obeyed God in  

     something you didn’t feel capable of doing and saw him come through in an amazing way. 

     모세는 자격이 부족하다고 느꼈음에도 순종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없다고 느꼈던 어떤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신 경험이 있으면 

     이야기해 봅시다. 

 

 
God’s judgment on Egypt now began. Nine times Moses went before Pharaoh and announced a plague 
unless Pharaoh let God’s people go:  the Nile turned to blood, frogs encroached, gnats clung, flies 
swarmed, livestock died, boils infected, hail destroyed, locusts devoured, and darkness overcame.8 Nine 
times Pharaoh refused.9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 되었습니다. 모세는 아홉 번 바로에게 갔고,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주지 않을 때 마다 재앙을 내렸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했고, 개구리들이 넘쳐났고, 이가 들러 붙었으며, 
파리떼가 가득했고,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했으며, 악성 종기가 들끓었고, 우박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메뚜기 
떼들이 곡식을 삼켜버렸고, 애굽 전역이 흑암 세상이 되었습니다 8. 바로는 아홉 번 모두 거절합니다 9. 

                                                           
8�The�Egyptians�believed�in�many�gods,�each�of�which�had�power�over�aspects�of�nature.�These�plagues�showed�the�God�who�

sent�Moses—the�God�of�Abraham—had�the�true�power�over�all�of�nature.�애굽인들은�자연을�지배하는�힘을�가진�많은�신들을�믿었습니다.�

이�재앙들은�모세를�보낸�아브라함의�하나님이�모든�자연을�지배하는�진정한�능력을�가졌음을�보여주었습니다.�
9�Pharaoh�hardened�his�own�heart�after�the�first�five�plagues.�After�that,�his�judgment�was�sealed�and�God�hardened�his�heart.��

바로는�처음�다섯�재앙�후에�마음이�강퍅해�졌습니다.�그�후,�그를�향한�하나님의�심판이�확정되었고�하나님은�바로의�마음을�강퍅케�하셨습니다.�
��



                                  
                           하나님�이야기,�나의�이야기,��그리고,�우리�이야기…����������������������������������������������������������잃어버린�영혼을�찾아��������������������

제 4 과 출애굽   Page | 6  
 

The�Passover�(Pages�5052)�

셋째�날,�유월절�

 
After the ninth plague, Pharaoh told Moses if he ever saw him again, he would kill him. Moses announced 
the tenth and final plague: at midnight, every firstborn male of Egypt would die. 
아홉 번째 재앙 후, 바로는 모세를 다시 보면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모세는 한밤 중에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는 열번째 마지막 재앙을 선포하였습니다.  

 

Moses told the Israelites what they must do to escape the plague that night.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날 밤 재앙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었습니다. 

 

8. (a) What kind of animal were the Israelites to slaughter (Exodus 12:21)?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동물을 잡아야 했습니까? (출애굽기 12:21)  

 

(b) What were they to do with the animal’s blood (12:22)?  

     그들은 동물의 피로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12:22) 

 

(c) What would happen when the destroyer came to Egypt (12:23)?  

     멸하는 자가 애굽에 올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12:23) 

 

 

 

The Israelites followed Moses’ command.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9. (a) What happened at midnight (Exodus 12:29–30)?  

     밤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2:29-30) 

 

 

(b) How did Pharaoh respond to the tenth plague (12:31–32)?  

     바로는 열번째 재앙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2:31-32) 

 

 

(c) What indication is there in Pharaoh’s words that he realized God was greater than he? 

     바로의 말 중에 하나님이 자기보다 더 위대하시다는 것을 깨달았음을 나타내는 대목은    

     무엇입니까? 

 

 

Judgment came, and the nation which had murdered Hebrew sons now lost their own. 

심판이 임했고, 이스라엘(히브리)의 아들들을 죽였던 그 나라는 이제 그들 자신의 아들들을 잃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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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Deliverance��(pages�52~55)��

넷째�날,�구출��

�

The Lord led the Israelites in a pillar of cloud by day and of fire by night. Meanwhile, Pharaoh changed his 
mind about letting the Hebrew slaves leave. He pursued them with chariots, horsemen, and troops, finally 
hemming them in next to a sea. The Israelites cried out in fear. 
하나님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히브리인 

노예들을 보내주려했던 바로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바로는 병거와 기병 및 보병을 거느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마침내 바다 앞에서 그들을 포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 울부짖었습니다. 

 

10. (a) What did Moses tell the Israelites to do (Exodus 14:13–14)?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합니까? (출애굽기 14:13-14) 

 

(b) What would the Lord do (14:14)?  

     하나님은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14:14) 

 

(c) What do we learn about God from this?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11. Summarize how the Lord fought for the Israelites (Exodus 14:15–29).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어떻게 싸우셨는지 요약해 봅시다. (출 14: 15-29) 

 

 

 

 

Something important happened that day: The Israelites learned that the Lord was God and had power to 

save. 

그 날,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분이 하나님이심과 그들을 구원할 권능을 가진 

분임을 깨달았습니다. 
 

12. (a) In whom did the Israelites put their trust (Exodus 14:30–31)?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믿었습니까? (출애굽기 14:30-31) 

 

 

(b) Would they have trusted as much if Pharaoh had let them go easily so there was no need for a  

     miraculous salvation?  

     만일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보내줘서 기적을 통한 구원이 필요 없었다면 그들이 충분하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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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Word of God’s miraculous salvation spread all around;10 what did that tell people of other  

     nations?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에 대한 소문이 도처에 10 퍼졌습니다.  그 이야기가 다른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무엇을 알게 하였을까요? 

 

 

(d) If possible, describe a difficulty you went through that helped others see God’s glory. 

     당신이 겪었던 어려움을 통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The�Journey��Pages�5557�

다섯�째날,�여정�

The angel of the Lord led the Israelites towards Mount Horeb, where Moses had encountered the burning 
bush. But the people’s memory was short. They focused not on their destination, but on the difficulties of 
their journey 
하나님의 천사는 모세가 불붙은 덤불을 처음 보았던 호렙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기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최종 목적지 보다는 여정 중의 어려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13. (a) As they trekked through the desert, what did the people do (Exodus 16:2)?  

     그들은 험난한 광야를 지나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출애굽기 16:2) 

 

(b) What things slipped from their memory that enabled them to speak as they did (16:3)?11  

     그들은 무엇을 잊었길래 그런 말을 하게 되었습니까? (16:3)?11 

 

(c) We’re on a journey to the heavenly Promised Land. What things slip from our memory when  

     we grumble against God? 

    우리는 하늘에 있는 약속된 곳으로 가는 여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 할 때  

    우리는 무엇을 잊고 있는 것입니까? 

 
In the midst of barren desert, God caused manna to appear each morning to feed the multitude. Once 
again, God proved he was able and willing to carry out his promise to deliver the people to the Promised 
Land.  
척박한 사막 가운데서 하나님은 매일 아침 무리를 먹일 만나를 내리셨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그의 백성을 인도해 내시리라는 그의 약속을 지키실 능력과 의지가 있으심을 입증하셨습니다. 
 
Fed by manna, the people traveled for three months to Mount Horeb.12 When nearly there, the angel of the 
Lord led the Israelites to camp in a waterless spot, and they again doubted God. 만나를 먹으며 이스라엘 

                                                           
10�Joshua�2:1011.여호수아�2:10-11�
11�Consider�what�they’d�cried�out�for�God�to�rescue�them�from,�what�they’d�seen�of�God’s�power�and�care,�and�where�God�
promised�to�take�them.�그들이�하나님께�무엇으로부터�구해�달라고�울부짖었었는지,�하나님의�능력과�보살핌에�대해�무엇을�보았었는지,�또한�하나님께서�

그들을�어디로�인도하신다고�약속하셨는지를�생각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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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은 호렙산까지 12 석달간 여행했습니다. 거의 다 왔을 때, 하나님의 천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이 없는 
곳에 머물게 하였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의심하였습니다.  
 

14. (a) Instead of asking God for water or patiently waiting, what did the people do (Exodus 17:2)?  

     하나님께 물을 달라고 하거나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는 대신,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출 17:2) 

 

(b) What question did the people ask that tested God (17:7)?  

     백성들은 어떤 질문으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까? (17:7) 

 

(c) How had God already answered that question?  

     하나님은 그 질문에 이미 어떻게 대답하셨었나요? 

 

(d) Of what else did they accuse Moses and God (17:3)?  

     그 외에 또 무엇으로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까? (17:3)  

 

 

(e) Was that a valid accusation? Why or why not?  

     그 원망은 타당했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15. (a) How did the Israelites’ grumbling show lack of faith?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원망은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줍니까? 

 

(b) What could they have done to nurture their faith instead of their doubts?  

      의심 대신 믿음을 자라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There near the base of Mount Horeb—the holy Mountain of God—God instructed Moses to strike a rock, 
and when he did, out flowed water.  
하나님의 거룩한 산, 호렙산 기슭 근처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바위를 치라고 명하셨고 그렇게 하자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6. (a) How did Moses’ obedience to God grow his faith between the time God first called him from  

     the burning bush on Horeb until he returned to the mountain?  

     하나님이 처음 호렙산에서 불붙은 가시덤불을 통해 모세를 부르셨던 때부터 그가 그 산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까지 기간 동안 모세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 모세의 믿음은 어떻게  

     성장하였습니까? 

 

 

(b) What is a practical way you can nurture your faith today, based on what you learned from  

      Moses and the Israelites? 

                                                                                                                                                                                           
12�Exodus�19:1.�출애굽기�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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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으로 부터 배운 것에서 당신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실질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God told the people to commemorate their deliverance with an annual feast called Passover. Families 
reenacted events and ate a meal of an unblemished roasted lamb, bitter herbs, and bread made without 
yeast.13 Parents told their children how on the day of Egypt’s judgment, the destroyer passed over all who 
trusted in lamb’s blood so that God might deliver them from slavery to Egypt.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유월절(무교절)이라는 절기를 지킴으로 그들의 구원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서는 출애굽 당시의 일들을 되새기며 흠없는 구운 어린양과 쓴 나물, 무교병을 13 먹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애굽의 심판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양의 피를 믿은 사람들을 지키셨고 애굽의 노예로부터 

구원하셨는지 이야기했습니다. 

 
God commanded the Israelites to celebrate this Passover yearly so that they would remember his power to 
deliver … and so that they would recognize the true Passover Lamb when he came. For there will be a final 
Judgment Day in which another destroyer will pass over all who have trusted in that Lamb’s blood so that 
God might deliver them from slavery to sin and death. That story is coming, but first we continue with 
God’s revealing of himself to Abraham’s descendants.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이 유월절을 기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고, 종국에는 진정한 유월절 어린양이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의 날에 또 다른 파괴자가 올텐데,  그는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이들을 

넘어갈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이미 그들을 죄와 죽음의 종노릇에서 부터 구해 냈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들도 다루게 되겠지만, 먼저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스스로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계속 

공부하게 됩니다.  

 

 

 

 

 

 

 

 

 

 

                                                           
13�Exodus�12:58.�Moses�interspersed�instructions�about�the�annual�ceremony�with�the�actual�telling�of�the�story.�

출애굽기�12:5-8.�모세는�연중�절기에�대한�가르침들�사이에�그와�연관된�실제�이야기들을�집어�넣었습니다.�

“ T H E � S T O R Y ” � � S M A L L �G R O U P �교재 � �

� � � � � � � � � : �하나님 �이야기, �나의 �이야기, �우리 �이야기 � (하 .나 .우 . ) �

W R I T T E N � B Y � J E A N � E . � J O N E S @ 2 0 1 2 � �

�뉴송교회 �훈련부 � ( 번 역 �황병무 , 교정 �김수진 � ) @ 2 0 1 4 �

하나님의  이야기(U PPE R  S TO RY )  

: 온  인류를  향한  사랑   

나의  이야기  ( LOWER  S TORY )   

: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인간   

 

우리의  이야기  (T4T )  

:  나의  이야기가  확산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