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보스톤 한인성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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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일 성경읽기 - 15 일

90 Day Challenge – Day 15

구원 역사 주기(3) : 에집트와 탈출기
시작기도

Egypt and Exodus

† 당신은 에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당신의 백성을 해방시키시어
그들이 당신을 경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 저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어
당신만을 섬기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소서.

묵상
탈출기 9-12 장은 이집트에 내린 재앙들, 맏아들과
맏배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재앙들이 계속됩니다.
탈출기 4 장 22-23 절로 돌아가 하느님께서 모세를
통해 파라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이는 놀랄 일도
아닙니다.


(탈출 4,22) 그러면 너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고, 파라오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탈출 4,23) 내가 너에게 내 아들을 내보내어 나를
예배하게 하라고 말하였건만, 너는 거부하며 그를
내보내지 않았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의 맏아들을
죽이겠다.’”

그 말씀은 실현되고, 이집트로부터의 탈출을 위한
무대가 준비될 것입니다.

오늘의 독서 :
탈출기 9 - 12 장

오늘의 묵상 질문 :

You freed your people from slavery in Egypt so they
could worship you: Free me from sin so I can serve
and worship.

Reflection
In chapters 9-12, the plagues on Egypt continue
until they culminate in the death of the first-born
sons of Egypt. This is no surprise – back in 4:22-23,
God told Pharaoh through Moses: “Israel is my
first-born son, and I say to you, ‘Let my son go that
he may serve me’; if you refuse to let him go,
behold, I will slay your first-born son.” That being
done, the stage will be set for the Exodus from
Egypt itself.

Today’s Reading
Exodus 9-12

Today’s Question
Imagine what the plague of darkness would mean
to a nation that worshiped the sun god, Ra, and
whose Pharaoh was believed to be its embodiment
on earth. Now put yourself in the scene and
imagine seeing in the distance, light over the land of
Goshen. How do you feel? What does that say to
you? What might it have meant to the Hebrews?

태양신, 라(Ra)를 섬기고, 지상에서 태양신의
전형은 파라오라고 여기고 믿던 이들에게 어둠의
재앙이 덮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지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이 이 장면 안에 있고,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고센 땅 위로 비추는 빛을 지켜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십니까?
히브리인들에겐 어떤 의미였을까요?
(번역:이정은 크리스띠아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