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쁨의 언덕으로 소그룹 교재 
 

첫째주 소그룹 모임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찬송: 새 430장 (통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새 285장 (통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새 546장 (통 399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본문: 여호수아 3:14-17 

 

1. 찬양과 여는 기도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2. 먼저오심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어려움을 당했던 경험들을 나누어 보세요. 

 

3.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4. 말씀 속으로 

 

출애굽 후 40년의 광야생활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던 모세가 죽은 후, 새

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고 들어가 실제로 그 땅을 정복하여 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부터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요단강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궤’ 혹은 ‘증거궤’ 라고도 불리는 ‘언약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언약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멀리하고 하

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살 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

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이라는 첫번째 장애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언약궤를 멘 제사장

들을 백성들의 맨 앞에 세우셨고(14절), 그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고 강바닥에 마른 땅을 드러나게 하심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에 길이 없는 곳에도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임을 보여 주시고 직접 체험케 하신 



것입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때는 니산월(양력으로 3,4월경) 10일이었는데, 출애굽을 할 때

에도 역시 니산월이었습니다. 이 무렵 팔레스타인에는 무더위와 많은 강수량으로 

인해 호수나 강들이 최고 수위를 기록합니다. 그러한 때에 처자식을 거느린 이스

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외에 다른 것으

로는 설명되어질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간섭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조라 할 수 있습니다.  

 

5. 만나주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했을 때 기도응답을 받았던 경험을 나누

어 주세요. 

 

 

6. 다듬으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식을 고집하며 살다가 어려움을 

겪었던 경험을 나누어 주세요. 

 

7. 들어쓰심 

지금 자신이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지 나누어 주세요. 

 

8.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며,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9. 찬양, 헌금, 헌금기도 및 ‘주기도’ 로 모임을 마칩니다. 

 

        

 

 

 

 

 

 

 

 



 

 

 

 

 

 

  



둘째주 소그룹 모임  

 

주제: 하나님을 뒤에서 싸우기! 

 

찬송: 새 370장 (통 455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새 360장 (통 402장) 행군 나팔 소리로 

     새 351장 (통 389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본문: 여호수아 10:6-15 

 

1. 찬양과 여는 기도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2. 먼저오심 

 

살면서 상대하기 힘든 싸움의 대상을 만나 본 경험을 나누어 보세요. 

 

3.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4. 말씀 속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중에 가나안의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나안 연합군은 기브온 족속을 공격합니다. 기브온으로부터 원군요청을 받

은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출발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

을 네 손에 주었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8절).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머물고 있었던 길갈에서 기브온까지의 거리는 약 40Km 

였습니다. 마라톤 거리(42.195km)정도 되었습니다. 게다가 기브온은 산지에 자리

잡고 있었음에도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산길을 따라 밤을 새워 달려 

올라가 기브온에 이르렀고, 숨을 돌릴 겨를도 없이 연합군을 쳤습니다(9절). 정말 

거칠것 없고 두려움이 없는 믿음의 행보였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워 말라고 말

씀하신 하나님으로만 힘을 삼아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하나님은 우박을 내려 연합군과 대신 싸워 주셨고, 해와 달을 멈추게 

해 달라는 여호수아의 터무니 없어 보이는 기도는 놀랍게도 응답되었습니다. 성

경학자들에 의하면 당시에 여리고를 포함한 가나안 족속들은 달을 신으로 섬겼



고, 기브온 땅은 해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가

나안 족속의 눈 앞에서 그들이 섬기는 해와 달로 하여금 순종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분의 지휘를 받아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든 싸움은 

이미 승리를 한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5. 만나주심 

상대하기 어려운 일이나 상대를 만났을 때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을 나누어 

봅시다. 

 

6. 다듬으심 

살면서 두려운 마음때문에 주님을 의지하여 따르기 힘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나

누어 봅시다.  

 

7. 들어쓰심 

내가 처한 형편에서 주님만으로 힘을 삼고 싸우는 자로써 구체적으로 어떻게 순

종하면 좋을지를 나누어 주세요. 

 

8.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며,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9. 찬양, 헌금, 헌금기도 및 ‘주기도’ 로 모임을 마칩니다. 

 

        

  



9월 셋째주 소그룹 모임  

 

주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찬송: 새 430장 (통 456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새 435장 (통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새 433장 (통 490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본문: 여호수아 14:6-15  

 

1. 찬양과 여는 기도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2. 먼저오심 

 

함께 있을 때 마음이 가장 든든한 사람은 누구이고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나

누어 보세요. 

 

3.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4. 말씀 속으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기 위해 제비뽑기 전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나

아와 40년전에 모세로부터 약속 받은 헤브론 땅을 할당받고자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기의 이기적 욕망을 충족시키고자 함이 아니었으며 하나님의 종 모세

로부터 받은 약속에 충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남은 여력을 일신상의 평안을 위해 허비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자 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

니다. 갈렙이 노년에도 이같이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40년의 광야생활과 7

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 전쟁이 승패는 육체적 완력이나 전략 전술 혹

은 최첨단 병기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 여부에 달린 일임을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12절). 

 

마침내 하나님은 갈렙에게 헤브론을 허락하셨습니다. 갈렙은 애굽의 노예에서 마

침내 헤브론의 성주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했



던 그의 굳센 믿음에서 기인한 것이었습니다(15절). 

 

5. 만나주심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6. 다듬으심 

헤브론의 아낙자손들(거인족)처럼 상대하기 어렵고, 정복하기 힘든 견고한 성을 

만난 것 처럼,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만났으나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포기하거나 도망갔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주세요.  

 

7. 들어쓰심 

지금 내 삶의 어떤 영역에서 주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의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

각하는지 나누어 보세요. 

 

8.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며,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9. 찬양, 헌금, 헌금기도 및 ‘주기도’ 로 모임을 마칩니다. 

 

 

 

 

 

 

 

  



9월 넷째주 소그룹 모임 

 

주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찬송: 새 338장 (통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새 285장 (통 209장) 주의 말씀 받은 그 날 

     새 292장 (통 415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본문: 여호수아 23:1-6  

 

1. 찬양과 여는 기도로 모임을 시작합니다. 

 

2. 먼저오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인생에 가장 큰 도움을 준 사람은 누구인며 또 왜 그렇

게 생각하는지를 나누어 주세요. 

 

3. 성경 본문을 함께 읽습니다. 

 

 

4. 말씀 속으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놓고 죽기

전 마지막 당부를 하는 장면입니다. 요지는 지금까지 있었던 가나안 전쟁을 승리

로 이끄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아직 남아 있는 대적들을 완전히 정복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3-5절). 

 

여기서 6절의 접속사 '그러므로' 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미 하

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들과 약속대로 앞으로 행하실 모든 

일들을 이야기 했습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좋으신 하나

님 앞에서 마땅히 응답해야 할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크게 힘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안에 거하라'(6절) 

는 것이었습니다. '크게 힘써'라는 말은 '매우 담대하게'(very courageous, KJV), '단

단히 결심하고'(공동번역)란 뜻입니다. 매우 담대하게 그리고 마음을 더욱 단단히 



하여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이 앞으로도 가장 중요한 일이 될 것이라는 말입

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그 처음에 받은 말씀(1:7-

8)을 마지막 은퇴의 순간에도 여전히 그 마음에 단단히 새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5. 만나주심 

 

하나님의 자녀로써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있다고 느낀 적은 언제인지 생각해 보

고 나누어 주세요. 

 

6. 다듬으심 

주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도리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될 때는 

언제인지 생각해보고 나누어 주세요.  

 

7. 들어쓰심 

'크게 힘써' 말씀안에 거함으로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기 위해서 내가 처한 형편

에서 어떻게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지를 나누어 보세요. 

 

8. 서로의 삶을 함께 나누며,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9. 찬양, 헌금, 헌금기도 및 ‘주기도’ 로 모임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