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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 신
12:1-7

우상의 자리를 허물고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새315 
통512

민8, 시44 
아6, 히6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이스라엘이 평생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가나안 민
족들이 섬기는 신들의 제단과 주상을 모두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
님이 그분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나아가 제사와 예물을 드리고 그분 앞에서 먹
고 가족과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2(토)
신

12:8-19

예배와 일상을 고려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
새446 
통500

민9, 시45 
아7, 히7

가나안 땅에 거주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실 그곳에서 명하시는 것을 다 드려야 
합니다. 각 성에서 원하는 가축을 잡아 고기를 먹되 피는 먹지 말아야 합니다. 곡식 등의 
십일조, 처음 난 소와 양, 서원 예물, 낙헌 예물, 거제물은 하나님 앞에서 권속과 레위인
과 함께 먹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3(일)
신

12:20-32

의로운 백성이 되기 위한 일상의 결단 새433 
통490

민10, 시46~47 
아8, 히8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 고기를 먹을 수 있으나, 생명인 피는 먹지 않고 땅에 쏟
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영구히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이스
라엘은 가나안 민족들의 신들을 탐구하거나 그들처럼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시는 일
을 행하면 안 됩니다.

4(월)
신

13:1-11

이적과 기사가 아닌 주님 말씀만 따르십시오 새342 
통395

민11, 시48 
사1, 히9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이적과 기사를 보이며 다른 신을 섬기자 할 때 이스라엘 백
성은 그 말을 청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백성을 하나님의 도에서 꾀어내려 하는 자
이기에 백성은 그를 죽여 악을 제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분을 섬기고 의지해야 합니다.

5(화)
신

13:12-18

공동체의 악을 진멸하는 정직한 순종 새322 
통357

민12~13, 시49 
사2, 히10

한 성읍에서 어떤 불량배가 다른 신을 섬기자고 주민을 유혹한다는 소문이 들리고 실
제로 이런 가증한 일이 있었음이 드러나면, 이스라엘은 그 성읍을 진멸해야 합니다. 그
러면 하나님이 진노를 그치시고 자비를 더하셔서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심같이 이스라
엘을 번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6(수)
신

14:1-21

거룩한 백성의 구별된 삶 새420 
통212

민14, 시50 
사3~4, 히11

하나님의 성민인 이스라엘은 죽은 자를 위해 자기 몸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짐승,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물고기, 정한 새는 먹을 
수 있습니다. 가증한 것, 스스로 죽은 것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또 염소 새끼를 그 어미
젖에 삶으면 안 됩니다.

7(목) 신
14:22-29

경외함을 배우고 사랑을 나누는 십일조 새321 
통351

민15, 시51 
사5, 히12

백성은 매년 토지소산의 십일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부터 너무 멀
리 사는 자는 돈을 가져가서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해 권속과 레위인과 함께 먹을 수 있
습니다. 매 3년 끝에는 그해 소산의 십일조를 성읍에 저축해 레위인, 객, 고아, 과부 등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해야 합니다.

8(금) 신
15:1-11

움켜쥐지 않고 편 손에 하늘의 복이 담깁니다 새218 
통369

민16, 시52~54 
사6, 히13

매 7년 끝에는 이웃이나 형제에게 꾸어 준 모든 채무를 면제해 주어야 합니다. 이 명령
을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받고 백성 중 가난한 자가 없을 것입니다.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궁핍한 자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죄가 됩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아끼는 
마음 없이 주어야 복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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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토) 신
15:12-23

구속과 은혜를 간직하고 자비와 순종으로 살라 새50 
통71

민17~18, 시55
사7, 약1

동족을 종 삼은 지 7년째에는 그 종을 놓아주되 그에게 후히 주어 보내야 합니다. 이스
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속량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종이 떠
나지 않겠다 하면 귀를 뜷어 영구히 종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처음 수소, 숫
양을 구별해 드립니다.

10(일)
신

16:1-12

구원의 날을 기념하고 복 주심을 즐거워하라
새287 
통205

민19, 시56~57
사8:1~9:7, 약2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아빕월에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7일간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 성회로 모여 안식해야 합니다. 추수 첫날부터 일곱주 후에는 칠칠절을 
지켜야 합니다. 칠칠절에는 힘대로 자원 예물을 드리고 권속, 레위인, 객, 고아, 과부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11(월)
신

16:13-22

은혜를 기억하는 제사, 공의를 기억하는 판결 새96 
통94

민20, 시58~59
사9:8~10:4, 약3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 7일간 온전히 즐거워하며 초막절을 지킵니다. 이스라엘 남자는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에 힘대로 예물을 준비해 하나님을 뵈어야 합니다. 각 지파의 재
판장과 지도자는 공의로 백성을 재판하고 뇌물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백성은 자기를 
위해 우상을 세우면 안 됩니다.

12(화)
신

17:1-13

거룩한 공동체를 세우는 언약 백성의 증언과 판결 새522 
통269

민21, 시60~61
사10:5~34, 약4

어떤 이가 다른 신을 섬긴다는 말을 들으면 자세한 조사와 두세 사람의 증언으로 사실
임을 확인한 후 그를 돌로 쳐 죽여 악을 제합니다. 당사자 간 판결이 어려우면 제사장이
나 재판장에게 묻고 그 판결에 순종합니다. 어떤 이가 무법하게 행하고 제사장이나 재
판장에게 듣지 않으면 그를 죽입니다.

13(수)
신

17:14-20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요건 새449 
통377

민22, 시62~63
사11~12, 약5

이스라엘이 왕을 세우고자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택하신 그들 형제 중 한 사
람을 왕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는 병마, 아내, 은금을 많이 두지 않고, 율법서를 평생 곁
에 두고 읽어 그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그와 그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할 것입니다.

14(목)
신

18:1-14

헌신된 사역자를 돕고 가증한 이들을 물리치라 새435 
통492

민23, 시64~65
사13, 벧전1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기업이 없고 하나님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습니다. 하나
님이 그들을 택해 대대로 그분의 이름으로 섬기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자
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거나 길흉을 말하거나 신접하는 등 가나안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15(금) 신
18:15-22

참선지자의 분별 기준, 증험과 성취함 새200 
통235

민24, 시66~67
사14, 벧전2

하나님은 모세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 말씀을 그의 입
에 두시면 그가 다 말할 것입니다. 이를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해도 증험과 성취함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말한 것이
니 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16(토) 신
19:1-14

자비와 긍휼의 피난처, 도피성 새70 
통79

민25, 시68
사15, 벧전3

이스라엘은 기업의 땅에 들어가면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고 세 성읍을 구별해 도
피성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부지중에 살인한 자는 이곳으로 피신해 생명을 지킬 것이
나, 고의로 살인한 자는 긍휼히 여기지 말고 보복자에게 넘겨야 합니다. 조상이 정한 이
웃의 땅 경계표를 옮겨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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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신
19:15-21

바른 재판을 돕는 증인들, 엄벌에 처하는 위증자 새327 
통361

민26, 시69
사16, 벧전4

모든 악과 죄에 관한 사건은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한 위증자가 어떤 
사람이 악을 행했다 모함하면 그 둘이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서야 합니다. 위증자가 거
짓 모함했음이 판명되면 그가 피고발인에게 행하려한 꾀대로 그에게 행해 백성 중에
서 악을 제해야 합니다.

18(월)
신

20:1-9

전쟁 승리의 비결, 담대함과 자원함
새15 
통55

민27, 시70~71
사17~18, 벧전5

이스라엘이 적진에 가까이 가면 제사장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
하실 것이라고 고해야 합니다. 책임자들은 새 집의 낙성식을 못 한 자, 새 포도원의 과
실을 못 먹은 자, 약혼 후 결혼하지 못한 자, 두려워하는 자를 집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후 지휘관들이 무리를 거느립니다.

19(화)
신

20:10-20

화평을 제안할 때와 죄악을 진멸할 때 새351 
통389

민28, 시72
사19~20, 벧후1

가나안 땅에서 먼 성읍을 칠 때는 먼저 화평을 선언해야 합니다. 화평으로 화답하면 조
공을 바치게 하고, 화평을 거부하면 성읍 남자를 다 죽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속
한 성읍을 칠 때는 호흡 있는 자를 다 죽여야 합니다. 그들의 가증한 우상 숭배를 이스
라엘이 본받아 범죄할까 함입니다.

20(수)
신

21:1-14

대속과 배려를 실천하는 성숙한 공동체 새283 
통183

민29, 시73
사21, 벧후2

피살된 시체를 발견하면 제일 가까운 성읍 장로들과 제사장들이 멍에 메지 않은 암송
아지를 취해 물 흐르듯 골짜기로 끌고 갑니다. 그곳에서 짐승의 목을 꺽고 손을 씻어 무
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사함받습니다. 포로로 잡은 여인을 아내 삼을 수 있으나 그를 
종처럼 여겨 돈 받고 팔면 안 됩니다. 

21(목)
신

21:15-23

공평과 정의로 세우는 가정의 질서 새204 
통379

민30, 시74
사22, 벧후3

두 아내를 둔 사람은 아들들에게 기업 나누는 날, 그 어머니에 대한 감정과 관계없이 반
드시 먼저 난 아들에게 장자의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패역한 자
는 부모가 고발하면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죽을 죄를 지어 나무에 단 자는 그날로 장
사해 땅을 더럽히지 않아야 합니다.

22(금)
신

22:1-12

언약 백성이 실현할 이웃 사랑과 창조 질서 새463 
통518

민31, 시75~76
사23, 요일1

형제의 분실물을 발견하면 돌려주고, 그의 넘어진 가축을 보면 일으켜야 합니다. 여자
와 남자가 서로의 의복을 입는 것,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는 것,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 소와 나귀에게 한 멍에를 메워 밭 갈게 하는 것, 양탈과 베실로 섞어 짠 옷
을 입는 것들은 금해야 합니다.

23(토) 신
22:13-30

순결한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명령 새268 
통202

민32, 시77
사24, 요일2

남자가 아내를 처녀가 아니라 할 경우 처녀의 표적이 있으면 남자가 매 맞고 은 100세
겔의 벌금을 내지만, 고발이 사실이면 여자를 돌로 칩니다. 어떤 남자와 유부녀 혹은 약
혼한 처녀가 동침하면 남녀를 다 죽입니다. 처녀를 강제로 욕보인 남자는 죽이거나 은 
50세겔을 내고 그녀를 아내 삼게 합니다.

24(일) 신
23:1-14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더욱 성결해야 합니다 새421 
통210

민33, 시78:1~37
사25, 요일3

생식기가 상한 사람, 사생자, 암몬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반면 에돔과 애굽 사람의 3대 후 자손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출진한 이스라엘은 진영 
중에 하나님이 행하시니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도록 변소를 진영 밖에 마련하는 등 진
영을 거룩히 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