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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야, 하나님의 타이밍

Wilderness, Timing of God (Nehemiah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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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혜미야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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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e Breaker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70명의 
가족이 2백만 명의 민족이 됩니다. 한 가문이 한 나라가 되어지는 인큐베이터가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공동체가 애굽의 시스템에 익숙해지고 길들여지게 됩니다. 약 430년 동안을 애굽의 시
스템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죽기를 약 11세대가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곳에서 애굽의 신들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을 받은 자들을 항상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광야를 통과하도록 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정체
성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타이밍을 
만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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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1910년 이탈리아 출생 가톨릭 신학자, 까를로 까레또는 10년 동안 사하라 사막에서 관상생활 후에 대
도시 안에서 광야를 발견합니다. 광야란 인간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대도시 안에도 고요를 간직할 수 있고, 치솟은 빌딩도 다이아몬드처럼 빛날 수 있
다는 사실을 체험한 그는 사하라 사막에서 체류했을 때와 비슷하게 광야를 소중하게 느끼고, 지켜왔습
니다. 그의 책  「도시 속의 광야」 에서는 우리에게 광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합니다. “그대가 만일 
광야에 갈 수 없다면, 그대의 생활 가운데 광야를 만들어야 합니다. 광야란 하나님을 찾는 구도(求道)를 
의미합니다. 광야에는 태초의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다. 광야에는 태초의 말씀이 들립니다. 광야에서는 하
나님의 말씀이 크게 다가옵니다. 광야에서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캘 수 있습니다.” 

우리의 나날의 일과가 너무 분주하거나 혹은 메마르고, 희망이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동일
하게 말씀하시고,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과정,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광야입니다.

느혜미야강해 제 3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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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o d y

1. 광야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님의 친밀함’입니다. 
(마태복음3:1-3, 4:1-2; 갈라디아서1:15-18)
The wilderness is for ‘the intimacy with God’ where we meet God deeply. 

(Matthew3:1-3, 4:1-2; Galatians1: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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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순종의 훈련’입니다. 
(출애굽기40:36-37; 민수기9:22-23)
The wilderness is for ‘training of obedience’ where we can survive only by obeying God’s word. 

(Exodus40:36-37; Numbers9: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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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야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광야의 식탁을 경험할 수 있는 ‘광야의 식탁’입니다. (출애굽기16:13-14, 31)
The wilderness is for ‘the table of the wilderness’ where we can experience the table of the 

wilderness God has given you. (Exodus 16:13-14,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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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야는 하나님의 기적을 일상의 삶에서 매일 경험하는 ‘일상의 기적’입니다. 
(출애굽기40:38; 민수기11:21-23,31-32) 
The wilderness is for ‘the miracle of daily life’ where we experience God’s miracles in 

everyday life. (Exodus40:38; Numbers11:21-23,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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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야’의 이미지에 대해 나눠봅시다. 

2. ‘광야’의 이미지와 당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은 우리에게 어떠한 도전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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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lking Together

5. 광야는 일상의 삶에서 매일같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동행’입니다. (출애굽기13:21-22, 17:7)
The wilderness is for ‘walking with God’ where we live with God in everyday life. 

(Exodus13:21-22,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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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야는 잃어버린 정체성을 되찾는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출애굽기12:40-41)
The wilderness is for ‘the restoration of identity’ where we restore our lost identity. 

(Exodus 12:4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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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광야는 하나님의 비전을 받는 ‘사명의 부르심’입니다. (출애굽기3:1-5)
The wilderness is for ‘the calling of mission of God’ where we receive God’s vision. (Exodus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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