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야학교, 광야교회<신명기8:1-10>
* 성경에서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 하는데 이 말 속에는 <다바르>라고 하는 말
씀과 하나님 언약, 하나님 약속이 포함되어 있기에 광야는 시험과 고난의 장소이며 하나님
의 인도와 사랑의 장소인 동시에 훈련과 징계의 장소, 가나안 승리의 훈련이며 가나안 축복
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통과 하는 비결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말씀과 언약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범사에 하나님 인도와 뜻에 순종하는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속에서의 모든 숱한 문제로 분노하고 원망하고 속이 뒤집어지고 하나님께 화가 나며
불특정 다수에게도 화가 나는 등 범사에 힘들어지게 되는데 광야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고 보낸 주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곳이기에 다 드러나게 하면서 다듬어지고 변화되는 곳이
광야이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토해내어 졸업할 때 까지 기다려주는 곳이 광야학교입니다.
오늘 말씀의 은혜로 광야학교 광야교회의 커리큘럼을 잘 통과하여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서
광야학교를 수료가 아닌 졸업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1) 광야학교 광야교회 커리큘럼(8:2-5)
신명기의 키워드(Key word)는
첫째, 기억하는 훈련 인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감사와 기적은 그 때 뿐 금방 잊어버리고 힘
든 상처와 분노는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세상은 높여 주는 듯 하지만 낮추고 교회는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하는데도 이상하게 낮춥
니다. 그런데 믿음의 개념은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낮출 것도 없는 우리를 왜 낮추실까요? 속의 교만
을 낮추어 마음을 열어 진정한 마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알려하심이란 하나님이
거룩하심을 알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높아지며 하나님의 희로애락이 만나는 자리까지 가서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을 아는 사이가 되는 것을 말하며 이것이 광야학교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사람이 없는 외진 장소 즉 하나님과의 비밀이 있는 골방에서 광야
가 기쁘고 골방이 즐거워지는 훈련을 받고 나를 알고 깨달아 어떤 욕이든 화를 냄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지옥까지 낮추시는 훈련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
시키고 알게 시키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나를 하나님과 진리를 알게 하여 하나님 영혼 정
신 마음 육체의 순리를 찾게 하기 위해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말씀으로 사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정말 교회에서 광야훈련을 받고 교회에서 광야교
회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 영혼 정신 마음 육체의 순리가 지켜지기에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
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요셉과 다니엘의 삶을 살 수 있습니
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신명기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낮아지시고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통과하시고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일치하셔서 말씀과 영혼육의 질서를 지켜 믿음
으로 살다보면 주님이 책임지고 보장하심이 믿어지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
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를 실제로 경험하며 살아있는 실제의 말
씀임이 믿어집니다.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잡아주시고 모든 분노와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
가 되는 날 광야학교 수료가 아닌 졸업이 되고 타락하지 않는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셋째, 51:49의 훈련입니다. 힘들다고 엄살피지 마십시오. 정말 죽도록 힘들면 하나님이 몸

달아서 먼저 손 쓰시고 일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믿으셔야 합니다. 살만한
51, 죽을 것 같은 49, 2%를 항상 유지할 수 있는 마진을 확보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넷째, 생각하고 알아가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훈련과 연단의 마지막은 하나님 명령이 쉽게
느껴지는 단계입니다. 교회는 힐링센터가 아니라 진리로 훈련하여 하나님 용사를 키우는 곳
이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의 안식과 은혜도 있지만 영적 전투 신앙의 전투인 광야임을
기억하십시오. 통과하고 졸업 하셔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 유지하고 타락하지 않
고 하늘나라 갔을 때 큰 사람으로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2) 광야학교 광야교회의 훈련 목적
광야 학교와 교회의 훈련을 받으면 삶의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고 타인으로
바뀌고 나는 무명해지고 낮아지며 하나님이 높아지고 교회가 높아짐이 기쁘고 나는 깨지고
부셔져서 하나님 안에서 부드러운 삶이 되며 하나님과 나와 너를 직면하면서 나도 너도 우
리도 모두 열림 마음이 되고 단순하게 자연친화적으로 살게 되며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이
있는 교제를 나누는 진정한 신앙생활을 하며 외로움 고독함이 안식이 되어 하나님과 깊은
흐름이 있고 나타남이 따라오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서서히 양심의 세미한 소리가 들려와
하나님과 성령의 감동으로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음을 서서히 알아가고 야망이 사라지며 하
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희로애락과 만나 동행하는 단계가 되는데 이때 광야학교를 졸
업 하게 되어 인생과 삶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3) 광야학교 광야교회 훈련의 결과
말씀이 지켜 행해지며 영혼과 정신과 기가 살아 인생의 번성이 따라오며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영성 광야를 통과 할 수 있는 영성 요단강 넘을 수 있는 믿음, 여리고를 무너뜨리
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 가나안 정복하고 복을 타락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누리며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광야학교와 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광야 훈련을 통과하
여 졸업하고 나면 어떤 영광과 소망이 있음을 알아 잘 통과하고 승리하여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간증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