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    수    기 

본문 

1:1~4:49 5:1~10:10 10:11~12:16 13:1~14:45 15:1~19:22 20:1~25:18 26:1~27:23 28:1~30:16 31:1~36:13 

이스라엘의 

조직 
이스라엘의 

성별 
가데스 

바네아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광야에서 모압으로 

이스라엘의 

재조직 
제사와 서원 

규정 
정복과 영토 

분할 

요점 구세대(질서) 전환기(무질서) 신세대(새로운 질서) 

상황 준비 연기 준비 

장소 시내산(20일) 광야(38년3개월10일) 모압평지(약 5개월) 

저자 모세 기록 연대 BC 1400년대 분류 모세오경     

기록목적 

민수기는 구약성경의 헬라어역본인 70인경에서 유래했다. 1-4장과 26장에 실린 두 번의 인구조사가 그 배경이다. 하지만 인구조사만이 아닌 

광야여정의 풍성한 영적 교훈으로 풍성하다.(그래서 히브리성경은 제목을 ‘광야에서’라고 했다.) 민수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어떤 결과를 갖는지, 이 후 승리를 위해 이 실패는 어떤 영적 교훈을 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절 연구 새로운 깨달음 나의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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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년 2월 1일 

   

2f. 20세 이상 남자백성의 수를 세라  
  - 민수기라는 이름의 배경 
  르우벤지파 –  엘리술, 46,500 
  시므온지파 –  슬루미엘, ( 59,300 ) 
  갓지파 –  엘리아삽, 45,650 
  유다지파 - ( 나손 ), 74,600 
  잇사갈지파 –  느다넬, 54,400 

출애굽 - 1년 1월 15일(출12장) 
시내산 - 1년 3월 
성막   - 2년 1월 1일(출40:17) 
출발   - 2년 2월 20일 (민10:11) 

긴 시간 시내산에 머물렀다. - 율법, 성막 
이후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 

 

 

 

 

 

 

 

 

 

 

 



  스불론지파 –  엘리압, 57,400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지파 –  엘리사마, 40,500 
              므낫세지파 –  가말리엘, ( 32,200 ) 
  베냐민지파 –  아비단, 35,400 
  단지파 –  아히에셀, 62,700 
  아셀지파 –  바기엘, 41,500 
  납달리지파 –  아히라, ( 53,400 ) 
 -- 총계 - 20세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남자는 603,550 

47. ( 레위지파 )는 제외 

 

 

 

 

 

 

 

레위인은 그 맡은 일 때문에 특별했다. 

 

 

 

 

 

 

 

( 사명 )이 비범한 인생이 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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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편성, 행군의 순서 

2. ( 회막 )이 중심이다. 레위지파가 함께 

  동쪽 - 유다, 잇사갈, 스불론지파  - 186,400명 

  남쪽 - 르우벤, 시므온, 갓지파    - 151,450명 

  서쪽 -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 108,100명 

  북쪽 - 단, 아셀, 납달리지파      - 157,600명  

하나님의 일에는 ( 질서 )가 있어야 한다. 내가 지금 순종해야 할 질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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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레위인 - 출애굽시 처음 난 것들을 대신 선택 

          - 하나님의 것, ( 회막 )을 위한 봉사만 한다. 

39. 일개월 이상된 남자 레위인 계수 - ( 22,000 ) 

40. 이스라엘중 처음 태어난 남자 - 22,273명 

   273명은 다섯 세겔로 속전 - 1,365세겔 

각각 직임이 있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충성한다. 

 

 

하나님은 놀랍도록 정확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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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핫자손, 게르손자손, 므라리자손의 직무 

3. 30-50세 까지 회막의 일을 봉사 - ( 8,580명 )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다.( 시작과 정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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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법의 세칙들 

1-4. 부정한 자,  

11-31. 간음한 여인에 대하여. 

 

  



6 
( 나실인 )의 규례 

22-27. 아론의 축복 (구약의 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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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파의 지도자들이 드린 헌물 

 - 수레 6대 소 12마리 

 - 은쟁반 12개, 은바리 12개, 금그릇 12개 

   번제물로 수송아지 12, 숫양 12, 1년된 어린 숫양 12,  

   숫염소 12 

   화목제물로 수소 24, 숫양 60 일년된 어린 숫양 60 

 - 모든 지파가 똑 같이 드렸다.  

   그런데 번거로울 정도로 모두 다 기록 

하나님은 ( 함께 ) 섬기는 것을 좋아하신다. 

누구의 헌신도 잊지 않으신다. 

 

 

 

누구와 무엇을 함께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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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레위인을 구별하는 예식 

24. 복무의 연한 - 25세-50세 

사역자를 구별하는 예식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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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두 번째 유월절 

15. ( 구름기둥 )과 ( 불기둥 ) 

   - 가고서는 것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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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나팔 - 원초적 커뮤니케이션 

11. 마침내 출발 - 2월 20일 

29. 장인 ( 호밥 )에게 함께할 것을 제안 

회중과의 ( 소통 )이 필요하다. 

 

동역자를 찾으라. 

 

 

내가 유의할 조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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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다베라 ) 사건 

4. 음식에 대한 욕심으로 다시 불평 

5. ( 부정적 ) 과장 

12. '젖 먹는 아이를 품듯'   

15. 죽기를 구하는 모세 

16. 70명의 장로 

  - 하나님의 영이 임함(25) 

  - 엘닷과 메닷의 사건(26) 

31. 메추라기 - 기브롯핫다아와라 

 

그들은 노예였다. 왕년을 자랑하지 말라. 

교회를 돌보는 사역자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심 

 - ( 부모 )와같이 

죽겠다고 할 일이 아니라 ( 동역자 )를 찾으라. 

 

 

은사에 있어서 ( 시기심 )을 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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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리암과 아론의 모세 비방 

 

 

1. 지도자에 대한 ( 질서 )를 지키라 

3. 비방을 받더라도 ( 온유 )하라 

13. 부족한 사람을 위해 ( 기도 )하라 

내게 부족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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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탐꾼 

6. 유다지파 갈렙 

8. 에브라임지파 호세아(여호수아) 

보고 - 사실만 / 사실 + ( 하나님 ) - 14:6-9 

 

 

 

 

하나님의 일꾼은 사실만 보는 사람이 아니다. 

사실에 ( 믿음 )을 더하는 사람 

 

14 

2. 또 모세를 원망 

13-19. 모세의 중보기도 

26-35. 하나님의 진노 - 40년 광야의 방황 

지도자와 회중의 차이 - ( 원망 )의 유무 

 

믿음으로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헤맨다. 

 

 

내 경험은? 

15 
율법을 지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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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당 - 고라, 다단, 아비람, 온 그리고 지휘관 250명 

  - 모세와 아론의 지도에 반기 

  - '( 분수 )에 지나치다.  

41-50. 하나님의 진노 - 염병으로 14,700 죽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누군가를 기억한다. 

( 분수 )를 지킨다. 

  

 

 

17 
아론의 싹난 지팡이 -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 

 

때로 리더에게 하나님의 ( 징표 )가 필요 

 

이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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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사장 직분을 ( 선물 )로 주셨다. 

8. 택함 받은 아론이 누리는 축복들이 있다. 

20. 가질 수 없는 것도 있다. - 땅    

사역자의 사명은 하나님의 선물 

 

20. ( 하나님 )이 사명자의 분깃, 기업 

 

19 부정을 제하는 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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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석을 쳐서 물을 냄 - ( 므리바 )물 
 
에돔이 지나감을 허락하지 않다. 
22-19. ( 아론 )의 죽음 

모세와 아론의 실수-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명자는 죽지만 사명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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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네겝의 호르마를 점령 

4-9. 놋뱀의 사건 - ( 믿음 )으로 산다. 

16. 브엘의 우물 

아모리왕 시혼, 바산왕 옥과 싸움 - 승리  

 

 

18. ( 리더 )가 먼저 그리고 더 한다. 

 

 

내가 솔선해야할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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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압왕 발락의 계책 - ‘발람을 불러 저주하자.’ 
발람, 나귀에게 중요한 것은? - ( 하나님 )의 뜻 

 

33. 나귀만도 못한 사역자가 될 수 있다. 
 

23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   

24 발람이 4차례 이스라엘을 위해 예언   

25 

1.이스라엘이 모압 여인들과 음행 - 발람이 준 계책(25:18) 

하나님의 징벌( 염병 )과 이스라엘의 슬픔 

 - 그 와중에도 음행한 시므리와 고스비 

 - ( 비느하스 )가 죽임 - 재앙이 멈춤. 24,000명이 죽음 

음란은 강력한 유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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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조사를 명하심 
  르우벤종족 - 43,730 - 
  시므온종족 - 22,200 - 
  갓종족    -  40,500 - 
  유다종족  -  76,500 + 
  잇사갈종족 - 64,300 + 
  스불론종족 - 60,500 + 
  에브라임종족-32,500 - 

처음 출발할 때 (민2장) 
 르우벤지파 - 46,500 
 시므온지파 - 59,300  
 갓지파     - 45,650 
 유다지파   - 74,600 
 잇사갈지파 - 54,400 
 스불론지파 - 57,400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지파 - 40,500 

 



  므낫세종족 - 52,700 +  
  베냐민종족 - 45,600 + 
  단종족     - 64,400 + 
  아셀종족   - 53,400 + 
  납달리종족 - 45,400 - 
     계     - 601,730 - 
  레위인     - 23,000 + 

              므낫세지파   - 32,200  
 베냐민지파 - 35,400 
 단지파     - 62,700 
 아셀지파   - 41,500 
 납달리지파 - 53,400  
 - 총계    - 603,550 
 레위인     - 22,000   

27 
슬로브핫의 딸들 

12-23. 모세의 후계자 - ( 여호수아 ) 
  

28 

매일 드릴 제물, 안식일과 초하루에 드릴 제물 

16-25. 유월절 - 1월 ( 14 )일, 제물의 종류 

26-31. 칠칠절 - ( 처음 익은 열매 )를 드리는 날 - 오순절 

 

 

맥추절 

 

 

늘 주신 이를 기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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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월 1일의 성회 

7. 7월 ( 10 )일 - 속죄일 성회 

12. 7월 15일 성회 - 7일동안 제물을 드림. - 초막절 

모든 절기의 공통점  

 - 일하지 말라, 제물을 드리라, 가르치라 

 - 예배에 집중, 은혜를 기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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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원하였으면 - 그대로 하라. 

  - 딸은 아버지, 부녀는 남편의 동의가 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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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미디안 )과의 전쟁 - 승리 

8. 발람도 죄를 물어 죽임 

13. 음란한 범죄를 막도록 남자를 아는 여자들도 죽였다. 

25-54. 엄청난 전리품, 나누고 하나님께도 드린다. 

  

32 
르우벤과 ( 갓 ) ,므낫세 반지파 자손이 요단 동편에 남음 

 - 위험한 제안. 그런데 전투에 참가하는 것을 전제로 허락 

 

개인의 이익이 사명을 훼손하지 않도록 주의. 
 

33 이제까지의 노정을 회고   



34 
얻을 땅의 경계, 분배의 책임자를 지정 

 

( 경계 )가 있다. 

일을 나누고 책임을 정한다. 

내 경계를 지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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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위인의 성읍 

6. ( 도피성 ) 6성읍, 42성읍 

도피성 - ( 부지중 )에 살인한 자가 피할 곳 

요단 동편에 3곳, 가나안땅에 3곳 

은혜가 있다. 긍휼과 자비는 하나님의 마음. 

 - 사람을 ( 살리는 것 )이 사역의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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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슬로브핫의 딸들 문제를 요셉지파가 제기 

 - 기업을 무른 딸들은 자기 지파의 사람과만 결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