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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5:�New�Commands�and�a�New�Covenant�

제 5장�새�명령과�새�계약 

 

Key Question: How do we fulfill the purpose to which God has called us? 

핵심질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 목적을 우리는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

읽어야�할�내용:��출애굽기�19-20,�24-25,�32-34,�40 장,���������The�Story.�pages�59~70 

�
첫째�날�,�Kingdom�of�Priests�제사장�나라��Pages 59–61 
  
Three months to the day after escaping Egyptian slavery, the Israelites arrived at Mount Sinai.1 God told 
Moses to explain that to which he was calling them.  

애굽 노예생활에서 벗어난지 석달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1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것을 설명하시려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1. (a) What had the Israelites seen, and what did this tell them about God (Exodus 19:4)?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보았으며, 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하여 그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출애굽기 19:4) 

 

(b) God was about to offer to make a covenant—or contract—with the Israelites. What was the  

      Israelites’ part of the covenant (19:5a)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혹은 계약을 세우려고 하였습니다. 그 언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은 무엇이었습니까? (19:5a)  

 

(c) If they did that, what would they become (19:5b–6)?  

     그들이 그렇게 한다면 무엇이 됩니까? (19: 5b-6) 
 
God called the Israelites to obey his commands and be his treasured possession—a nation he cared for and 
blessed. They would be a kingdom of priests—a people set apart for God’s service, making him known to 
all people groups, and teaching what was right and wrong in God’s eyes. They would be a holy nation—a 
land set apart for God’s purpose.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부르셨고, 그의 보배로운 소유-그가 돌아보고 복주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입니다. -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하나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구분된 한 백성.  그들은 거룩한 나라가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구별된 땅. 

                                                           
1�Mount�Sinai�is�probably�another�name�for�Mount�Horeb,�where�Moses�had�seen�the�burning�bush.�

��시내산은�아마도�호렙산의�다른�이름이었고,�거기서�모세는�불타는�기시덤불을�보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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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to fulfill their calling, they had to obey God fully. Only then could other nations see the result and 
wisdom of God’s laws.2 Moses later explained it this way: 
그들은 그들의 부르심을 이행하려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다른 나라들도 그 순종의 
결과를 보고, 하나님 율법 2 의 지혜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후에 모세는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See, I have taught you decrees and laws as the LORD my God commanded me, so that you may 
follow them in the land you are entering to take possession of it. Observe them carefully, for this 
will show your wisdom and understanding to the nations, who will hear about all these decrees 
and say, “Surely this great nation is a wise and understanding people.” What other nation is so 
great as to have their gods near them the way the LORD our God is near us whenever we pray to 
him? And what other nation is so great as to have such righteous decrees and laws as this body of 
laws I am setting before you today?3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냐?3       
 

The New Testament tells us Christians are likewise “chosen…for obedience to Jesus Christ.”4 It says, “But 
you are a chosen people, a royal priesthood, a holy nation, a people belonging to God, that you may 
declare the praises of him who called you out of darkness into his wonderful light” (1 Peter 2:9). 
신약은 크리스쳔들이 이와같이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려고 선택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4  성경은 말하기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 
전서 2:9). 
 

2. (a) God chose you for obedience to Jesus; how can you fulfill this purpose?  

     하나님은 예수님께 복종하도록 당신을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목적을 어떻게 달성 할 수   

     있습니까? 

 

 

(b) God calls you to be a royal priesthood. A priest’s duties are serving God, proclaiming God,      

     teaching what is right and wrong according to God, and guiding others to the mercy of God.  

     Briefly describe one way you’ve fulfilled that purpose.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십니다. 제사장의 책무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고 그름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비로 인도함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신 일 하나를 간단히 설명해 보세요. 

 

                                                           
2�Jesus�later�told�his�disciples�that�if�they�held�to�his�teaching�(that�is,�obeyed�him),�then�they�would�know�the�truth�and�the�

truth�would�set�them�free�from�slavery�to�sin�(John�8:3134).�예수님께서�말씀하셨습니다.��만일�그들이�그의�가르침을�지키면�(즉�
예수님께�순종하면),��그들은�진리를�알게�되고,�그�진리가�그들을�죄의�노예된�것으로�부터�해방시키리라�(요한복음�8:31-34).�
3�Deuteronomy�4:58.�신명기�4:5-8�
4�1�Peter�1:2,�15.�베드로�전서�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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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God calls Christians to be a holy nation—a people set apart to serve God and experience his  

     blessings. How are you fulfilling that purpose?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한 나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도록 구별된 사람- 

     가  되도록 부르십니다.  여러분은 그 목적을 어떻게 성취할 수 있습니까? 

 

 

(d) God calls you to belong to him; what does that mean to you? 

     하니님은 여러분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부르십니다; 그 말은 여러분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e) What praises can you declare about God as a result of his calling you out of darkness and into  

     light?  

    여러분을 어둠에서 빛으로 부르신 그의 부르심의 결과로 하나님께 무슨 찬양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From the base of Mount Sinai, God spoke.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3. (a) What did the people see and hear as God spoke (Exodus 20:18)?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백성은 무엇을 보았고 들었습니까? (출애굽기 20:18) 

 

(b) How did they react (20:18–19)?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c) Why do you think they feared they might die if they continued to hear God’s thunderous  

     voice?  

     그들은 하나님의 우뢰 같은 소리를 계속 듣는다면 죽을지 모른다고 두려워 했습니다. 왜 그들이 

     두려워했다고 생각하십니까? 

 

(d) Moses told them not to fear dying then, for that wasn’t the purpose of these signs. What was  

     the purpose (20:20)?  

     모세는 그들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 표징들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였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20:20)? 
 
A child might know her parent loves her and wants the best for her, and yet fear her loving parent’s 
discipline if she does wrong; that fear keeps her safe from the consequences of wrongdoing when she 
doesn’t yet understand the reason for her parent’s commands. The Israelites had come from a land that 
neither knew nor followed God’s laws, and they weren’t going to understand God’s reasoning behind all of 
them. They needed to understand that God’s power to punish rebellion was real. 
자녀는 부모가 자신 사랑하고 자신을 위해 최선의 것을 주길 원한다고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잘못 된 일을 했을 때  사랑하는 부모로 부터 받을 징계를 두려워합니다; 자녀가 비롯 부모의 명령들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한다 할찌라도 그 두려움은 자녀를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부터 지켜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들을 알지 못하고 청종도 하지 않던 땅에서 왔으며,  모든 율법 뒤에 있는 하나님의 이유에 
대해서 이해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반역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실재함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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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 Does fearing fire’s ability to harm cause you to avoid it, or to handle it safely? Explain. 

     불이 우리를 해할 수도 있다는 불의 위험성을 두려워 하는 것이 불을 피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불을 안전하게 다루도록 합니까? 설명해 보세요. 

 

(b) Similarly, how does fearing the consequences of disobeying God keep people from sin? 

     이와 유사하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인해 겪게 되는 결과를 두려워함이 어떻게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합니까?  

 

(c) Should the fear of God cause us to avoid God or avoid sin? Explain.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하나님을 피하게 합니까? 아니면 죄를 짓지 않게 합니까? 

 

(d) As some Israelites grew to know God’s love and to trust his intentions, how would their  

     motivation not to sin change?  

     일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의 의도를 신뢰하게 됨에 따라, 범죄하지 

     않으려는 그들의 동기가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Moses had already chosen to obey God even when he didn’t understand the reasons, and he had seen God 
act powerfully, benevolently, and faithfully. Consequently, he trusted God and didn’t fear approaching 
him. Therefore, the people begged Moses to mediate between them and God as they “remained at a 
distance, while Moses approached the thick darkness where God was.”5 모세는 그 이유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때라도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결심하였고,  그는  하나님께서 강력하면서도 유익하고 신실하게 
행하셨음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감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떨어진 거리에 있는 때에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칠흙같은 어둠으로 나아가는 동안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도록  모세에게 간청했습니다.5 

�

둘째�날,�The�Ten�Commandments��십계명��Pages 61–62 

God gave the terms of the covenant he offered.  

하나님은 그가 제공한 그 계약의 세부조건들을 주셨습니다. 

5. (a) Who would be the parties to the covenant, and what was their relationship (Exodus 20:2)?  

     그 계약의 당사자들은 누구이었으며, 그들의 관계는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0:2)? 

 

(b) Why was it important for the Israelites to remember what God had already done for them?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미 행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했습니까?  

 

(c) When we are tempted to disobey God, why is it important to remember what God has already  

     done for us?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유혹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미 하셨던 

     일을 기억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5�Exodus�20:21.��출애굽기�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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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s first four commands told the Israelites how they should relate to him. 
하나님의 첫 네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지 말하고 있습니다.  
 

6. (a) What was the first commandment? 제 1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0:3) 

 

(b) What was the second commandment? 제 2 계명은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0:4) 

 

(c) How would their ability to fulfill their purpose be hindered if they disobeyed these commands?   

     이 계명들을 불순종하면 그들은 그들의 목적을 성취하는 능력에 어떠한 방해를 받게 됩니까?  

 
(d) Greed is idolatry.6 In fact, anything we put before God is an idol, and any time we disobey 
     God we do so because we put something else before God. Name an area of temptation and 
     what the idol is behind that temptation.  
     탐심는 우상숭배입니다.6  사실 우리가 하나님 보다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하나의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 보다 다른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유혹의 영역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유혹의 뒤에 어떤 
     우상이 있는 것인지 말해 보십시오. 
 

7. (a) What is the third commandment?  제 3 계명은무엇이었습니까 (출애굽기 20:7) 

 

(b) Why is it important to treat God’s name respectfully and with honor, not using it in  

         meaningless exclamations or curses? 

         의미없는 감탄이나 저주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에 경외와 

         존중을 표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c) What is the fourth commandment?  제 4 계명은 무엇이었습니까(20:8-9)? 

 

 (d) Do you have a day7 each week for attending church?  

      여러분은 매주 하루를 정해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까 7? 

 

 (e) How might a weekly day of rest benefit us? 

      매주 하루 안식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있습니까? 

 

God’s last six commands told how the Israelites should relate to each other. 

하나님의 나머지 여섯 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8. (a) How are the fifth through tenth commandments ways to love others (Exodus 20:12–17)?      

     제 5 계명부터 제 10 계명은 어떻게 타인들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까 (출애굽기 20:12-17)? 

                                                           
6�Colossians�3:5.�골로새서�3:5�
7�The�Sabbath�is�from�sundown�Friday�to�sundown�Saturday.�Most�Christian�churches�hold�church�services�on�Sunday�in�
celebration�of�the�Lord’s�Day�(Revelation�1:10).�안식일은�금요일�일몰에서�토요일�일몰까지�입니다.�대부분의�크리스쳔�교회들은�주의�

날을�축하하며�일요일에�교회를�섬깁니다�(요한�계시록�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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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ick two of the commands and briefly describe an incident for each where you or someone else  

     didn’t follow it and thereby hurt others8 (please don’t give names if the incident is not public  

     knowledge).   

     계명 들 중에서 둘을 선택해서 여러분 혹은 다른 사람이 그 계명에 순종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건을 간략히 이야기해보십시오 8 (만일 그 사건이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되는 것이라면 이름을 거명하지 마십시오). 

 

(c) How might knowing the hurt that disobedience causes help us to choose obedience and trust  

     God?  

     불순종으로 인하여 받은 상처를 아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또 신뢰하도록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d) How can disobeying the tenth command lead to disobeying the other commands? 

     제 10 계명을 불순종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 계명들을 불순종하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까? 

�

�

세쨋�날,�The�Covenant��언약��Pages 62–64 

Along with the Ten Commandments, God gave Moses the Book of the Covenant.9 Moses repeated the 
Lord’s commands and laws to the Israelites, and they agreed to obey them. He wrote everything down. 
십계명과 함께 하나님은 모세에게 언약의 책을 주었습니다.9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과 율법을 반복하였고, 그들은 순종하기로 동의하였습니다. 모세는 모든 것을 적었습니다. 

The next morning, Moses built an altar to God and set up twelve stone pillars representing the twelve 
tribes of Israel. He sacrificed animals and sprinkled half the blood on the altar. 
그 다음날, 모세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열 두지파를 나타내는 열 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그는 
짐승을 잡아서 그 제단 위에 피의 절반을 뿌렸습니다. 

9. (a) What did Moses do next? 모세는 그 다음 무엇을 하였습니까 (출애굽기 24:7a)? 

 

(b) How did the people respond?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24:7b) ? 

 

(c) What did Moses do after that? 그후에 모세는 무엇을 하였나요? 

In ancient times, covenant making involved oaths accompanied by blood sacrifice. The blood symbolized 
the parties’ agreement that they deserved death if they broke the covenant. Thus the Lord God made a 
covenant10 with the Israelites and they became his people.  

                                                           
8�One�of�the�ways�we�come�to�know�good�and�evil�is�by�seeing�what�results�from�them,�not�just�in�our�own�lives,�but�in�the�

lives�of�all�we�know.�선악을�알게되는�방법의�한가지는�우리들의�삶뿐만�아니라�우리가�아는�모든�사람들의�삶�속에서�일들로부터�어떤�
결과를�맺는지를�보는�것입니다.�
9�The�Book�of�the�Covenant�is�Exodus�21:123:19.�그�언약의�책은�출애굽기�21:1-23:19 에�있습니다.�
10�Christians�now�call�this�the�“Old�Covenant.”�크리스쳔들은�이것을�구약�(舊約)이라�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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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시대의 언약체결은  피의 희생으로 맹세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 피는 언약을 어길시 죽음으로 
대가를 치룬다는 쌍방의 동의를 상징하였습니다. 이와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10 체결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God called Moses up Mount Sinai where he remained forty days and forty nights while God showed him 
how to make a tabernacle, furnishings for worship, and the Ark of the Covenant. He also gave him 
instructions on the priesthood and how to worship him acceptably.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사십주 사십야를 그 곳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장막과 제사 기구들과 언약궤 만드는 방법을 모세에게 보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제도와 
어떻게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것인지에 대한 지침을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10. (a) When the Israelites had made everything, what would God do (Exodus 25:8)?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것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출애굽기 25:8)?  

 

(b) How were they to make the tabernacle and furnishings (25:9)? 

     그들은 장막과 제사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했습니까 (25:9)? 
 

The tabernacle was a copy of a real, heavenly tabernacle, and therefore Moses had to ensure the Israelites 
made it just as God had instructed.11 그 장막은 실제 하늘의 장막을 본따서 만든 것이었기 때문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만든 것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11 

When God finished speaking to Moses, he wrote the Ten Commandments on two stone tablets.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마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두 돌판에 십계명을 쓰셨습니다. 

�

네째�날,�The�Golden�Calf��황금�송아지 Pages 64–67 

The Israelites weren’t expecting Moses to be gone so long, and they began to doubt he would return. They 
told Aaron to make them a god to lead them.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그토록 오래 동안 그들을 떠나 있을 것을 예상치 못했었고, 그가 과연 돌아올 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아론에게 자기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11. (a) What did Aaron make with the people’s gold jewelry (Exodus 32:4)?  

     아론은 백성들의 금붙이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출애굽기 32:4)? 

 

(b) What did they say about it?  그들은 그것에 대해 무엇이라 말했습니까? 

 

(c) How is this similar to someone promising to follow God if God delivers them from something,  

     but after the deliverance reneges and claims the deliverance came from another source (such as  

     luck or their own skill)?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상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약속을 한 후,  

   하나님께서 구해 주시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을 구원해 준 것은 다른 것 (행운이나  

   자신의 재능 같은) 덕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어떻게 비슷합니까?    

 

                                                           
11�Hebrews�8:5.�히브리서�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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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How is this similar to someone receiving something prayed for, but attributing the answered  

     prayer to something else? 

     이 상황은 기도한 것을 응답으로 받은 후, 그 받은 것을 기도 응답이 아닌 다른 무엇에 의한 것이라  

     말하는 사람과 어떻게 유사합니까? 
 
Forty days after making their covenant with the Lord God, the Israelites broke it.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지 사십일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파기합니다. 

Moses descended the mountain and in disbelief beheld dancing and revelry and bowing before a golden 
calf. He hurled the stone tablets to the ground. They shattered, symbolizing the broken covenant. He cried 
out for any who were still for the Lord. The Levites ran to him. He told them God’s judgment, and they 
put to the sword three thousands of those who had broken their oath to worship the Lord God alone and 
make no idols.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추며 환락에 젖어서 황금 송아지 상에 절하는 것을 목도하였습니다. 그는 돌판들을 땅에 집어 
던졌습니다. 그 돌판들은 부서졌고, 이것은 곧 파기된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아직 하나님을 
위하는 백성들을 불러내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그에게 달려왔습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말했고, 그들은 주 하나님만께 예배 드리고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않기로 한 맹세를 깬 삼천명을 칼로 
도륙하였습니다. 
 
The next day Moses went before the Lord to intercede for the people. 
그 다음날 모세는 그 백성들을  중보하려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12. (a) What did Moses ask God to do if he would not forgive the Israelites their sin?  

     만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신다면 모세는 하나님께 무엇을 해주시기를    

     요청하였습니까 (출애굽기 32:32)? 

 

(b) Would God do this to Moses? 하나님은  그 일을 모세에게 행하실 것이었습니까 (32:33)? 

 

(c) Nonetheless, what consequences would come (32:34)?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결과들이 있을 

것입니까(32:34)? 
 
 
The Lord kept a book with the names of those who were truly his—for not all descendants of Israel were 
such.12 하나님은 진정으로 그의 백성된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  한 책을 간직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그렇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12 

God told Moses to lead the people to the Promised Land—he would not wipe them out. But he said he 
would not go with them.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시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
다섯째�날,�The�Glory�of�the�Lord�하나님의�영광��Pages 67–70 
 
Moses went into the tent where he regularly met with God to intercede for the people and ask God to go 
with them on their journey. 모세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 중보하려고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는 회막에 

                                                           
12�Later�God�will�reveal�more�about�the�book�of�life,�for�the�Promised�Land�to�which�God�was�bringing�the�Israelites�was�a�type�
of�a�heavenly�dwelling�promised�to�those�whose�names�are�written�in�the�book�of�life.�See�Romans�9:6.�
후에�하나님께서�생명책에�대하여�더�많은�것을�밝히실�것인데,�왜냐하면�하나님이�이스라엘�백성들에게�주셨던�약속의�땅은�생명록에�

이름이�기재된�이들에게�약속하신�하늘나라의�모형이기�때문입니다.�참조�로마서�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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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갔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여정에 함께 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13. (a) What had God told Moses about their relationship (Exodus 33:12b)?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하나님과 모세)의 관계에 대해 무엇을 말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3:12b)? 

 

(b) Why did Moses want God to teach him his ways (33:1)?  

     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길 원했습니까 (33:1)? 

 

(c) How does learning God’s ways help us to know God and honor him?  

    하나님의 길을 배우는 것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는데  

    도와줍니까?  

(d) How can we learn God’s ways?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배울 수 있습니까? 

 

(e) How did God respond (33:14)?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33:14)? 

 

(f) What does that teach us about intercessory prayer?  

    그 일은 우리에게 중보기도에 관하여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After this assurance, Moses asked to see God’s glory. God told him to ascend to the top of Mount Sinai 
the next day with two more stone tablets to replace the broken ones. Moses did so. 
이 확신후에,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깨진 돌판들을 대신할 
다른 돌판 둘을 가지고 그 다음 날 시내산 정상에 오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모세는 그대로 하였습니다. 
 

14. (a) What did the Lord proclaim when he descended in a cloud (Exodus 34:5)?  

     하나님께서 구름속에서 내려 오셨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4:5)?  

(b) When he passed Moses, how did he describe himself (34:6–7)?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나치셨을 때, 자신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34:6-7)? 

 

(c) What does this description tell you about your relationship with God?  

     이러한 묘사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에 대하여 무엇을 말씀합니까? 

 

(d) The Lord repeated part of the fifth commandment: people were to honor their parents, but not 

by following them into sin.13 What would happen if people chose to repeat the sins of their parents 

or grandparents14 (34:7b)? 하나님은 제 5 계명의 일부를 반복하셨습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부모를 

공경해야 하지만,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을 쫓지 말라.13 백성이 그들 부모들이나 조부들의 죄악들을 

되풀이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14 (34:7b)? 

 

                                                           
13�Exodus�20:56;�Deuteronomy�5:910.�출애굽기�20:5-6;�신명기�5:9-10.�
14�This�verse�does�not�mean�the�innocent�will�be�punished�for�their�ancestors’�sins,�but�rather�that�those�who�choose�to�
continue�in�their�ancestors’�sins�will�receive�the�same�punishment�as�their�ancestors�(Deuteronomy�24:16).�For�more�on�this�

topic,�see�http://jeanejones.net/2012/05/sins-of-the-fathers/.��
이�구절은�무고한�백성이�그들의�선조들의�죄악들로�징벌을�받는다는�의미가�아니라,�그들의�선조들의�죄악들을�계속�답습하는�이들은�
그들의�선조가�받은�동일한�징벌을�받을�것임을�의미한다�(신명기�24:16).�이�주제에�대한�상세한�

정보는 http://jeanejones.net/2012/05/sins-of-the-fathers/�를�참조하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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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es worshipped God, and God wrote the Ten Commandments on the two new stone tablets. Moses 
stayed on Mount Sinai another forty days, pleading with God on behalf of the people.15 When he finally 
descended, his face was radiant.모세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하나님은 두 돌판에 십계명을 쓰셨습니다. 
모세는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 탄원하며 또 사십일을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15 마침내 그가 하산했을 때 
그의 얼굴은 광채로 빛났습니다. 

He guided the people in making the tabernacle, furnishings, and ark of the covenant. When they finished, 
he placed the stone tablets in the ark and placed the ark in the holy of holies within the tabernacle. 
그는 그 백성들이 장막과 제사 도구 그리고 언약궤를 만드는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끝냈을 때, 그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고, 그 언약궤는  장막 안 지성소에  있게 했습니다.  

15. When all was completed, what happened (Exodus 40:34–35)?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40: 34-35)? 

The Israelites were now ready to set off for the Promised Land where they could fulfill their purpose of 
being a kingdom of priests making the Lord God known to the world.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온 세상에 알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려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약속의 땅으로 향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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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이야기(U PPE R  S TO RY )  

: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나의  이야기  ( LOWER  S TORY )   

: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인간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T4T )  

:  나의  이야기가  확산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