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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6:�Wandering�

제�6 장�방황�

�
Key Question: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faith and obedience? 
중요질문: 믿음과 순종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읽어야 할 성경: 민수기 10~14, 20-21, 25,27 장, 신명기 1~2,4,6,8,9,29-32,34 장  

읽어야 할 The Story 책:  pages 71-88                                     

첫째�날,�Opposition�반대���Pages�7174�

�

The Israelites stayed nearly a year at Mount Sinai. There they made the items needed to properly worship 

God. They learned God’s laws and that if they sinned by disobeying those laws, they could receive 

forgiveness through sacrificial offerings.1 이스라엘 백성은 약 일년을 시내산에 머물렀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배웠고, 그 율법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으면 희생제사를 통해서 용서 받을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God told them he was driving the Canaanites out of the land because they had defiled the land with sin: 

extreme sexual immorality and burning children as sacrifices to the god Molech.2 And God told them that 

if they defiled the land by committing the same sins as the Canaanites, God would drive them out too.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족속이 죄 (극심한 성적 타락과 아이를 불 태워 몰렉 신에게 바치는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곳에서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만약 

가나안 땅에서 그 땅의 민족이 행했던 것처럼 죄를 짓는다면 그들 역시 그 땅에서 쫓아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Finally the people set out for the Promised Land, where milk and honey flowed. For the desert journey, 

God fed them manna, a perfect food that met all their bodily needs and never carried disease.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향해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만나로 먹이셨는데, 그것은 그들의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양소를 가지고 있었고 병균이 없는 완벽한 

음식이었습니다.  

 

But the non-Israelites who had accompanied them from Egypt—the “rabble”—complained. 그러나 

애굽에서부터 동행했던 다른 인종들은 불평했습니다. 

                                                           
1 Leviticus 4:27–31 is one example. 레위기 4:27-31 은 한 예입니다. 
2 Leviticus 18 lists the Canaanite sins. See also Deuteronomy 9:4-6. For God’s prior judgment on two Canaanite 
cities during Abraham’s day, see Genesis 18–19.  레위기 18 장은 가나안의 죄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9:4-
6 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시대에 이미 가나안의 두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8-19 장을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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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 What did the rabble begin to do, and how did that spread (Numbers 11:4–6)? 다른 무리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했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퍼져나갔습니까(민수기 11:4-6)?    (b) Were the Israelites 

lacking a need or a desire? Explain. 이스라엘 백성들은 필요한 것이나 원하는 것이 부족한 

상태였습니까? 설명해 보십시오.    (c) The desert’s lack of other food showed the necessity for 

manna; why do you think the Israelites weren’t grateful for their needs being met? 광야에서 

음식이 부족하다는 것은 만나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왜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필요가 채워진 것에 감사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d) How does remembering what we have 

to be grateful for help us to trust God?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e) List three things for which you are grateful to God. 

하나님께 감사한 일 세 가지를 적어보십시오. 

 

 

 

 

 

 

 

 

Some Israelites wailed, “Why did we ever leave Egypt?” God explained the heart issue: “You have rejected 

the LORD, who is among you.”3  몇몇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부짖었습니다, “왜 우리가 애굽을 떠났을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가운데 있는 주를 부인하였다.” 

 

2. (a) What hardships in Egypt were the Israelites forgetting?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고 있던 애굽에서의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b) How would remembering how God had delivered them from 

great suffering have helped them to trust God?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큰 고통에서 

건져내셨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c) List three ways 

God has delivered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건져내신 방법 세 가지를 적어 보십시오.  

 

 

 

 

 

3. (a) The Israelites compared what they currently had with what they used to have; why do you 

think they neglected comparing what they currently had with what God said they would have in 

the Promised Land? 4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을 이전과 비교했습니다; 

그들은 왜 현재 상황을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에서 누릴 것들에 비교하지 않았을까요? (b) How 

would remembering what God promised to give them have helped them to trust God?  

                                                           
3 Numbers 11:20. 민수기 11:20. 
4 The journey was to be only months. 그 여정은 사실 몇 달 밖에 걸리지 않을 거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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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어떤 도움을 줍니까?  (c) Your life is 

often a difficult, desert-like journey on the way to the heavenly Promised Land.5 List two ways 

God promises to bless you in heaven.6  때로 당신의 삶은 하늘에 있는 약속의 땅으로 가는 힘든 

광야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을 두 가지 적어 보십시오.  

 

 

 

 

In response to their grumbling, the Lord brought them meat. A great wind swept quail into the desert and 

the people had what they craved. But with that meat a curse came, and many who had rejected God’s 

purpose and provision died of a plague. 그들의 불평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은 그들에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큰 바람이 일어 메추라기 떼를 광야로 몰아왔고 사람들은 그들이 갈망했던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기들과 함께 저주도 왔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그의 공급하심을 거부했던 자들은 재앙으로 죽었습니다. 7    

 

They traveled on, but soon Moses’ own family opposed him. His siblings—the prophetess Miriam8 and the 

high priest Aaron—challenged his leadership. 그들은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곧 모세의 가족이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그의 남매들-여선지자 미리암과 대제사장 아론-이 모세의 리더십에 대항했습니다.  

 

4. (a) How did Miriam and Aaron challenge Moses (Numbers 12:2a)?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에게 

어떻게 대항했습니까(민수기 12:2a)?  (b) Who heard (12:2b)? 누가 그것을 들었습니까(12:2b)? 

(c) What can we learn about God from this that can help when we’re unjustly criticized? 이것으로 

부터 우리는 부당한 비판을 받을 때 도우시는 하나님에 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d) Who are 

some of the people God has put into positions of authority in your life? 당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리더로 세우신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5. (a) How did the Lord rebuke Miriam and Aaron for speaking against Moses (12:8)?하나님께서는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을 어떻게 질책하셨습니까(12:8)? (b) God wanted the people to 

trust Moses as the mediator of the covenant; how did he react to their exaltation of themselves 

(12:9)?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모세를 언약의 매개자로 신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스스로를 높이려는 교만에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12:9)? (c) How did God humble Miriam 

                                                           
5 Acts 14:22. 사도행전 14:22. 
6 For ideas, see 2 Corinthians 4:17; Philippians 3:20–21; Revelation 21:3–4. 고린도후서 4:17; 빌립보서 3:20-21; 
요한계시록 21:3-4 를 참고하십시오. 
7 민수기 11:33-34  탐욕을 낸 백성들을 그곳에서 큰 재앙으로 죽이심으로 인해 “기르봇 핫다와” 라 불렀다.  
8 Exodus 15:20. Miriam was a spiritual leader of the women. 출애굽기 15:20. 미리암은 여성들의 영적 
리더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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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어떻게 낮추셨습니까 (12:10)? (d) How did Aaron show 

repentance (12:11)? 아론은 어떻게 회개하였습니까 (12:11)? (e) What can we learn from this 

about speaking against legitimate, God-given authority?9 하나님께서 주신 정당한 권위에 대항한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Moses interceded for Miriam, and God in mercy agreed to heal her, but demanded she be confined in 

disgrace outside the camp for a week. 모세는 미리암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미리암을 치유하셨지만 그녀가 진영 밖에서 이레 동안 수치가운데 지내도록 명하셨습니다. 

 

둘째�날,�Rebellion��반역�(pages�74~78) 

  
After Miriam’s confinement ended, the people encamped at Kadesh Barnea, just south of their destination. 

Moses sent twelve men to scout the land.10 They discovered the land was indeed wonderful and filled with 

lush grapevines and bountiful fruit trees. 미리암이 진영 밖에 갇혀있는 기간이 끝난 후에 사람들은 그들의 

목적지 남쪽에 위치한 가데스 바네아에 진을 쳤습니다. 그곳에서 모세는 12 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습니다. 정탐꾼들은 그 땅이 실로 아름답고 풍성한 포도나무와 과일나무로 가득하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When they returned, two of the scouts, Joshua and Caleb, urged the people onward. But ten scouts balked: 

they said the Canaanites were too strong, the cities too fortified, and the task impossible. The peoples’ faith 

failed. They asked why God had brought them there just to kill them, and they looked for a leader to take 

them back to Egypt. 그들이 돌아왔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으로 가기를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열 명의 정탐꾼들은 머뭇거리며 가나안 사람들은 너무 강하고 그 성들은 견고하기 때문에 함락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백성들은 낙망하여 물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 땅으로 데려가서 죽게 

만드시려는가?” 그들은 그들을 다시 애굽으로 데리고 가 줄 리더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6. (a) How did Joshua and Caleb try to convince the people not to rebel (Numbers 14:7–9)?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도록 어떻게 설득하였습니까 (민수기 14:7-9)? 

(b) What evidences of God’s power were they forgetting that allowed doubt to rule them?  

                                                           
9 Note that they were not exhorting Moses about sin, but were offended Moses hadn’t given them more 
leadership, perhaps because Moses had just granted more authority to seventy elders (Numbers 11:24–25). 
그들은 모세의 죄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70 인의 장로들보다 자신들에게 더 많은 리더십을 주지 않은 것을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1:24-25).  
10 According to Deuteronomy 1:20–23, Moses directed the people to take the land, but they asked to send 
scouts first. Moses apparently sought the Lord, who told him to do so. 신명기 1:20-23 에 따르면,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 땅을 바로 취하자고 했지만 그들은 정탐꾼들을 먼저 보낼 것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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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능력의 증거들을 잊고 있었길래 의심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c) Describe a time 

you saw God’s protective hand in your life and explain how that should encourage you to do 

whatever he calls you to do.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던 순간을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그 경험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당신이 순종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When the people threatened to stone Joshua and Caleb, the glory of the Lord suddenly appeared. 사람들이 

돌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치려고 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7. (a) According to the Lord, how were the people treating him (Numbers 14:11a)?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11a)? (b) What were they refusing 

to do (14:11b)? 그들은 무엇을 하기를 거부하고 있었습니까 (14:11b)? (c) What had he done for 

them to show he would complete the work he’d begun (14:11c)?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시작하신 

일을 마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엇을 하셨습니까 (14:11c)? (d) How would God punish 

their rebellion (14:22–23)?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반역을 어떻게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4:22–23)? 

 

 

 

 

They had come to the Promised Land, and refused to enter. God’s judgment came: the ten disbelieving 

scouts died for instigating the rebellion, and those who rebelled with them would now wander the desert 

for forty years until they died too. Of those twenty years old and older, only Joshua and Caleb would enter 

the Promised Land. The rest would suffer for their unfaithfulness, and their children would enjoy the land 

they had rejected.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에 이르렀지만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믿음이 없는 열 명의 정탐꾼들은 반역을 부추긴 죄로 죽임을 당했고, 그들과 함께 

반역했던 사람들은 죽는 날까지 사십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20 세 이상의 사람들 중에서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머지는 그들의 믿음 없음 때문에 고통을 당할 것이고, 

오직 자녀들만이 그들의 부모들이 거부하였던 약속의 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8. (a) What is God calling you to do that seem hard?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행하도록 명하시는 것 중에 

어려운 일은 무엇입니까? (b) Will God calls you to anything that he won’t help you to do? What 

assurance does this give you? 과연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지도 않을 일을 당신에게 하라고 

명하시겠습니까? 이것이 당신에게 어떤 확신을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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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째�날,�The�Next�Generation 다음세대��(Pages�7883)�

 

The people wandered in the desert, their grumbling hearts still bitter. Some tried to change the Lord’s mind 

by going up against the Canaanites anyway, and they fell by the sword.11 Others refused responsibility and 

blamed Moses for not bringing them in successfully, instigating another cycle of rebellion, judgment, 

intercession, and mercy.12 Slowly the rebellious generation died out. 백성들은 광야를 방황했고 그들의 

불평은 여전히 격렬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에게 맞섬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꿔보려 했지만, 

칼에 쓰러졌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책임지기를 거부하고 모세가 그들을 성공적으로 인도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읍니다. 이 일을 통하여 그들은 다시 한번 반역, 심판, 중보, 자비의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조금씩 

반역의 세대는 죽어갔습니다.  

 

When nearly forty years had passed, the next generation of Israelites returned to Kadesh where their 

parents had rebelled. They found no water. 약 40 년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는 그들의 부모가 

반역했던 땅인 가데스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9. (a) How did this generation repeat the sins of their fathers (Numbers 20:3–5)? 이 세대는 그들의 

아버지들이 지은 죄를 어떻게 되풀이 했습니까 (민수기 20:3-5)?  (b) The Lord told Moses to tell a 

rock to pour forth water, but instead he angrily beat the rock. What consequence did that bring 

(20:12)?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는 

노하며 반석을 내리쳤습니다. 어떤 결과가 돌아왔습니까 (20:12)? (c) Moses pleaded with God to 

change his mind, but God finally told him not to ask again.13 Why do you think God held Moses 

to such a high standard?14 모세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더이상 그 일로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에게 

이런 높은 기준을 고수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The Israelites looked for a way into the land they were to possess. God had warned them not to provoke 

Edom, Moab, or Ammon, for they were not among the Canaanites God wanted driven out.15 They asked 

                                                           
11 Numbers 14:39–45. 민수기 14:39-45. 
12 Numbers 16. 민수기 16 
13 Deuteronomy 3:23–26. 신명기 3:23-26. 
14 Consider Jesus’ words: “From everyone who has been given much, much will be demanded; and from the one 
who has been entrusted with much, much more will be asked” (Luke 12:48).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누가복음 12:48).  
15 The descendants of Esau lived in Edom, and the descendants of Lot lived in Moab and Ammon. The 
prohibitions against provoking them to war are in Deuteronomy 2:4, 9, 19.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롯의 후손들은 모압과 암몬에 살았습니다. 그들과의 전쟁을 금하는 조항은 신명기 2:4, 9, 19 에 나타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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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om to allow them passage, but Edom refused and sent an army against them, so they turned back.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차지해야 할 땅으로 들어가는 길을 모색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찌기 그들에게 에돔, 

모압, 혹은 암몬 족속은 도발하지 말라고 하셨었습니다. 그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내쫓고자 하시는 가나안 

족속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에돔 족속에게 지나갈 수 있기를 요청했지만, 에돔 족속은 그 요청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군대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발길을 돌렸습니다.  

 

As they traveled, a Canaanite king16 attacked the Israelites, and the Israelites defeated him. But as they 

looked for a way into the land around Edom, the people grew impatient and spoke against both God and 

Moses. Suddenly poisonous snakes appeared, biting and killing many.  돌아오는 길에 가나안의 한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고 이스라엘은 그와 싸워 이겼습니다. 그러나 에돔을 우회하는 길을 찾는 도중, 사람들은 

인내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독사가 나타나 많은 사람들을 

물어 죽였습니다.  

 

10. (a) How did the Israelites respond to the snakes (Numbers 21:7)? 이스라엘 백성은 뱀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민수기 21:7)?  (b) When Moses interceded for the people, how did God show 

mercy (21:8)?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중보 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21:8)?  (c) What act of faith could someone bitten do in order to live (21:9)?17 뱀에 물린 사람은 

어떤 믿음의 행위를 해야 살 수 있었습니까 (21:9)? 

 

 

 

 

Anyone stricken by sin’s consequence could look to the raised-up image of that consequence and live. 

The Israelites then asked the Amorites—one of the Canaanite peoples—for passage. They not only refused, 

but attacked Israel. The Israelites overcame them and captured their cities. The taking of the land had 

begun.  죄지은 결과로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구나  높이 달려진 형상을 쳐다봄으로서 살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족속들 중 하나인 아모리 족속에게 그들의 땅을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요청을 거부했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이기고 

그들의 도시들을 정복했습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When the Israelites camped along the Jordan River, the bordering Moabites were terrified. They joined 

with the Midianites18 in hiring the pagan diviner Balaam to curse them. God warned Balaam not to curse 

the people, but he tried to find a way using sorcery to speak some word that would earn him pay. But God 

gave him only blessings to speak.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강가에 진을 치자, 인접해있던 모압 족속들은 

                                                           
16 Canaan consisted of many city-states, each with their own king. 가나안은 많은 도시로 구성되었는데 각 도시는 
그들의 왕이 있었습니다. 
17 This was a type of a future event: see John 3:14–15, 12:32–33. 이것은 미래에 일어날 사건의 예시였습니다: 
요한복음 3:14-15, 12:32-33. 
18 They were descended from Midian, a son of Abraham through Keturah. Moses lived in Midean when he fled 
from Pharaoh, and his wife Zipporah was Midianite. 그들은 아브라함이 그두라에게서 낳은 아들 미디안의 
자손이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서 도망쳐 살았던 곳이 미디안이고, 그의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 사람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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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 이방의 예언자인 발람을 고용하면서 미디안 족속과 

연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지만, 그는 사술을 

사용하여 복채를 받을 만한 말을 할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의 말씀만을 

주셨습니다. 

 

Balaam found another way to feed his greed. He advised the kings to send women to entice the Israelites 

into joining them in the sexually immoral worship of the Canaanite god Baal19 so they would bring God’s 

curse on themselves.20  발람은 그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왕에게 조언하기를, 

여자들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의 신인 바알을 숭배할 때 행해지는 부도덕한 

성적 행위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스스로에게 하나님의 저주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11. (a) What did the Israelite men do (Numbers 25:1–3)? 이스라엘 남자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민수기 

25:1-3)? (b) How can sexual temptation be an attempt to stop us from achieving all God wants 

us to achieve? 성적 유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하도록 어떻게 

방해합니까? 

 

 

 

 

Israel’s judges executed some of those who broke the first two of the Ten Commandments, and a plague 

killed others. In all, 24,000 Israelites died. What Moab and Midian could not accomplish in war, they 

managed through enticement. 이스라엘의 사사들은 십계명의 첫 두 계명을 어긴 사람들 중 몇몇을 

처형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모두 24,000 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죽었습니다. 

모압과 미디안 족속들은 전쟁으로 얻지 못한 것을 유혹으로 얻었습니다. 

�

                                                           
19 Baal worship practices and myths are stomach churning to read, but help with understanding God’s 
punishment of the Canaanites. For more information on the Canaanites suitable for most audiences, see Clay 
Jones, “Killing the Canaanites: A Response to the New Atheists’ ‘Divine Genocide’ Claims,” Christian Research 
Journal,Vol. 33, No. 4, 2010, available at http://www.equip.org/articles/killing-the-canaanites/ (accessed July 18, 
2012). For an academic, but also more graphic, treatment, see Clay Jones, “We Don’t Hate Sin So We Don’t 
Understand What Happened to the Canaanites: An Addendum to ‘Divine Genocide’ Arguments,” Philosophia 
Christi, Vol. 11, No. 1, 2009, available at clayjones.net: http://www.clayjones.net/wp-content/uploads/2011/06/We-
Dont-Hate-Sin-PC-article.pdf (accessed July 12, 2012). 바알 숭배의 행위와 신화는 읽기에는 거북하지만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가나안 족속에 관한 정보를 더 얻기 위해서는 Clay Jones 의 
“Killing the Canaanites: A Response to the New Atheists’ ‘Divine Genocide’ Claims,” Christian Research 
Journal,Vol. 33, No. 4, 2010, available at http://www.equip.org/articles/killing-the-canaanites/ (accessed July 18, 
2012) 를 참고하십시오. 학문적으로 좀 더 상세한 자료를 원하시면 Clay Jones, “We Don’t Hate Sin So We Don’t 
Understand What Happened to the Canaanites: An Addendum to ‘Divine Genocide’ Arguments,” Philosophia 
Christi, Vol. 11, No. 1, 2009, available at clayjones.net: http://www.clayjones.net/wp-content/uploads/2011/06/We-
Dont-Hate-Sin-PC-article.pdf (accessed July 12, 201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 Numbers 31:16; Revelation 2:14. 민수기 31:16; 요한계시록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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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째�날,�Moses’�Farewell�모세의�고별�(Pages�8385)�

�

The time for Moses to pass on leadership to Joshua drew near, and he anointed him before the people. 

Then he gathered the people and began a farewell address.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리더쉽을 넘겨주어야 할 

시간이 가까워지자, 그는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에게 기름부어 안수했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사람들을 

모으고 고별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12. (a) Why had God shown the Israelites so many miraculous signs (Deuteronomy 4:35)?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많은 기적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신명기 4:35)? (b)Why 

was that important considering what God called them to do?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그들을 

부르셨는지 - 부르신 목적을 - 고려해 볼 때 , 그 기적들이 왜 중요합니까? 

 

 
13. (a) What did Moses call the Israelites to hear (Deuteronomy 6:4)?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들으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6:4)? (b) What were they to do (6:5)? 그들은 무엇을 해야 

했습니까 (6:5)?  (c) How does the way Moses told them to treat God’s commands emphasize their 

importance and the necessity not to forget them (6:6–9)?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잊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6:6-9)? (d) What is 

something you do to know and remember God’s commands? 당신이  알고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다섯째�날,�The�Choice�선택��The�Choice�(Pages�8588)�

�

Moses set before the people the blessings they would enjoy if they obeyed the Lord God, and the curses 

they would suffer if they abandoned him. He warned them if they took on the detestable sins of the people 

he was driving out, he would likewise drive them out of the land. 모세는 백성들에게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 누리게 될 복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면 받게 될 저주도 선포했습니다. 

모세는 그들이 만일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그 땅 사람들의 가증스러운 죄를 범하게 되면, 그들을 쫓아내셨던 

것처럼 이스라엘도 그 땅에서 쫓아내실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14. (a) What was the way of life and prosperity (Deuteronomy 30:15–16)? 생명과 번성의 길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30:15-16)? (b) What was the way of death and destruction (30:17–18)?  

사망과 파멸의 길은 무엇입니까 (30:17-18)? (c) What is the relationship between faith and 

obedience? 믿음과 순종은 어떤 관계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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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es climbed to the top of a mountain and God showed him the land the people would soon 

possess. Then he died.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곧 차지하게 될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 모세는 죽었습니다. 

 

15. How did Moses differ from all other Old Testament prophets (Deuteronomy 34:10–12)? 

모세는 구약의 다른 모든 선지자들과 어떻게 다릅니까 (신명기 34:10-12)? 

 

 
And yet, Moses said one day a prophet like him would arise. When he did, the people must recognize him 

and follow him, else they would be held accountable.21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언젠가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나타날 때 사람들은 그를 알아보고 따르게 될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or Moses was a type of someone greater, someone yet to come: the seed promised to Eve who would 

crush the ancient serpent. Like Moses he would fast forty days and nights, do mighty miracles, intercede 

for sinners, and offer a covenant from God to people, a covenant sealed in blood. And as Moses lifted up 

the bronze snake that all who looked to it might be saved from death, so would he be lifted up that all 

who looked to him might be saved from the death brought by the serpent that deceived Eve and her 

children. 모세는 아직 오지 않은 더욱 위대한 누군가의 전형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뱀을 상하게 할 하와에게 

약속된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모세처럼 사십 일 밤낮을 금식할 것이고, 위대한 기적들을 행할 것이고, 죄인들을 

위해 중보 할 것이고, 피로 인쳐진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들에게 내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든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처럼 높이 들려진 그를 보는 모든 사람들은 뱀이 하와와 그 자손을 속여 

불러온 죽음에서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21 Deuteronomy 18:15, 19. 신명기 18: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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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R I T T E N � B Y � J E A N � E . � J O N E S @ 2 0 1 2 � �

� 뉴 송 교 회 � 번 역 � 이 재 형 , � 교 정 � 훈 련 부 @ 2 0 1 4 �

하나님의  이야기(U P P E R  S T O R Y )  

: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나의  이야기  ( L O W E R  S T O R Y )   

: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인간의  이야기 

우리의  이야기  ( T 4T )  

:  나의  이야기가  확산되어  우리의  이야기가  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