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2
목·THU

관찰 큐즈

민수기 33:1~4, 38~39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록했어요

1. 모세는 누구의 명령대로 무엇을 어떻게 했나요? 암호를 풀어 말씀을 완성해 보세요(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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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애굽 사람들을 벌주시는 일부터 이스라엘이 애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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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가 3★1♥1♣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나와 제사장 아론이 죽는 일까지 모두 기록해 남기도록 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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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로 묵상을 시작해요

성경 3번 읽기

모세가 (

개역개정

1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2 모

그들이 (

)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을 (

)하였으니

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3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
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4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
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38 이스라
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사십 년째 오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
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39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백이십삼 세였더라

2. 아론은 어디서 몇 세에 죽었나요? 바르게 설명한 친구를 찾아보세요(39절).
① 연수 : 아론은 시내산에서 123세에 죽었어.
② 유찬 : 아론은 시내산에서 124세에 죽었어.
③ 주아 : 아론은 호르산에서 123세에 죽었어.
④ 재이 : 아론은 호르산에서 124세에 죽었어.

생각 큐즈
쉬운성경

1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모세와 아론이 인도하는 가운데 부대를 짜서 거쳐 간 곳은 이러합니다. 2 여호

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는 그들이 거쳐 간 곳을 적어 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거쳐 간 곳은 이러합니다. 3 첫째
달 십오 일에 그들은 라암셋을 떠났습니다. 그날은 유월절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이집트 사람 앞
에서 당당하게 행진했습니다. 4 이집트 사람들은 그때, 여호와께서 쳐서 죽이신 그들의 맏아들을 장사 지내고 있었습
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이 믿는 거짓 신들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38 제사장 아론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호르산에 올라가서 죽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난 지 사십 년 되던 해의 다섯째 달 첫째 날이었
습니다. 39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을 때의 나이는 백이십삼 세였습니다.

대오 : 편성된 대열
노정 : 목적지까지 가는 여행의 일정
장사 : 죽은 사람을 장례하는 일
초하루 : 매달 첫째 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와 제사
장 아론이 죽을 때까지의 모든 일을 기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강
한 국가였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까
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었
던 아론의 죽음까지 기록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려 주셨어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
았을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의 삶도 계획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어요.

느낌 큐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을 기록하게 하신 하나님을 볼 때
무슨 느낌이 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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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심 큐즈
내 마음에 있는 걱정을 적
어 보고(아무런 꿈이 없는 것,
마음에 들지 않는 외모 등), 모
든 것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을 기억하며 두려워하지 않
기로 결심해요.

기도 큐즈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
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제가 되도록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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