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들어가며
 요즘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속으로 
1.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정복시대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22~25절)
22.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시매 그들이 시혼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
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23.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24.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
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시매 
25.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2. 사사시대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26~29절)
26.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
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27.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시매 그들이 환난을 당하
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
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28.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하므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 두
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으매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29.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3. 열왕시대와 포로시대, 포로 귀환 시대는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30~31절)
30.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31.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4.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복을 누리면서도 죄를 범하여 벌을 받았습니다. 나에게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생각해 보고 나누어봅시다.

5. 하나님은 과거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처럼 내가 지
금 당하는 고통은 무엇이며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위해 간청하는 시간을 갖읍시다.

 기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매 순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
며 죄를 범하지 않는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충
성되게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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