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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경고하다 (주일)
오늘의 본문(창 5:25)
(25 절) 므두셀라는 187 세가 되었을 때 라멕을 낳았습니다.
(ּומאַ ת שָׁ נָׁ ָ֑ה וַּיֹולֶׁד אֶׁ ת־לָׁמֶׁ ְך
ְ ּושמֹ נִ ים שָׁ נָׁה
ְ ) וַיְ חִ י ְמתּושֶֶׁׁ֔ לַח שֶׁ בַ ע
(26 절) 므두셀라는 라멕을 낳은 후 782 년을 살았습니다.
(ּושבַ ע מֵ אֹות שָׁ נָׁ ָ֑ה
ְ ּושמֹונִ ים שָׁ ֶָׁׁ֔נה
ְ ) וַיְ חִ י ְמתּושֶׁ לַח אַ ח ֲֵרי הֹולִ ידֹו אֶׁ ת־ ֶֶׁׁ֔למֶׁ ְך ְשתַ יִ ם
그는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וַּיֹולֶׁד בָׁ נִ ים ּובָׁ נֹות
(27 절) 므두셀라는 모두 969 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ותשַ ע מֵ אֹות שָׁ נָׁ ָ֑ה ַוּיָׁמֹ ת
ְ )וַּיִ הְ יּו כָׁל־יְ מֵ י ְמתּושֶֶׁׁ֔ לַח תֵ שַ ע וְ ִש ִשים שָׁ ֶָׁׁ֔נ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므두셀라는 에녹의 아들이다. 에녹은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다. 그는 죽음을 경험해 보지 않았다. 하
나님과 동행하다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셨으니 말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 에녹이 죽음을 몰랐다
고 볼수 있을까? 죽음에 관한 에녹의 생각은 놀랍게도 그 아들의 이름에 들어 있다. 65세에 아들을 낳
은 에녹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아들에게 ‘므두셀라’라는 이름을 붙였다. ‘므두셀라’ () ְמתּושֶֶׁׁ֔ לַח는 ‘그
가 죽으면 그것을 보낸다’라는 뜻이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 바로 홍수 심판이라는 사실에 모든 학
자들이 동의한다. 그는 무슨 생각으로 아들의 이름에 ‘죽음’이라는 뜻을 가진 ‘무트’를 넣었을까?
어떤 언어이건 글자의 꼴이나 발음과 함께 뜻과 이미지가 동시에 머릿속에 각인된다. 예를 들어 어머
니라는 단어는 아이를 둔 여자라는 뜻 외에도 개개인의 경험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한
데 어우러져 있다. 코끼리라는 단어는 코가 길다랗고 털이 없으며, 선한 눈을 가진 덩치가 산만한 동
물의 이미지와 함께 코끼리에 얽힌 개개인의 고유한 경험까지 함께 저장된다. 더군다나 사람의 이름
은 그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다. 이름은 곧 그 사람 자체가 된다. 그 이름에 그의 외모나 성격, 삶 전체가
담긴다. 따라서 에녹은 그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죽음과 심판을 함께 떠올렸을 것이다. 므두셀라
라는 이름은 아들의 고유한 이미지와 함께 죽음과 심판에 관한 생각을 에녹에게 끊임없이 불러 일으
켰을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는 죽음과 심판이 곧 아들의 이미지가 되어 그 머릿속에 각인되었을 것이
다. 에녹은 므두셀라를 낳은 후 300 년을 살았다. 300년 동안 에녹은 아들을 보면서 매일매일을 죽음
과 심판을 묵상하며 보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도리가 있었겠는가?
므두셀라는 죽음의 언어고 심판의 아이콘이다. 그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심판은 없다. 하지만 그가 죽
으면 즉시 심판이 임한다. 자신의 이름대로 살아가야 하는 그가 187 세에 라멕을 낳았다. 그리고 782년
을 더 살았다. 반면 아들 라멕은 777세에 아버지 므두셀라보다 앞서 죽었다. 즉 아버지 므두셀라가 그
아들 라멕보다 5년을 더 산 셈이다. 라멕은 182 세에 노아를 낳고 595년을 더 살다가 죽는다. 그 때 노
아의 나이가 595 세였으니 노아가 한창 방주를 마무리할 즈음이다. 그 때 무드셀라는 아직 살아 있었
다. 정확히 노아의 나이 600 세 되는 해에 드디어 무드셀라가 죽는다. 그의 나이 969세다. 그가 죽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성경은 그가 죽던 해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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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가 600 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 이렛날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
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창 7:11~12).
사람들은 므두셀라를 장수의 아이콘 쯤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므두셀라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상징이다. 아들 라멕이 죽었어도 므두셀라 는 죽을 수 없었다. 아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실 수 없
었다. 그의 손자 노아가 아직 방주를 완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주를 짓는 동안 므두셀라는 무슨 생
각을 했을까? 손자가 짓고 있는 방주가 마무리되면 하나님은 자기를 먼저 데려갈 것이고 곧바로 심판
의 물을 쏟으실 것이다. 아마도 드무셀라는 하나님이 노아를 불러 방주를 지으라고 지시했을 때 그게
무슨 뜻인지 이내 알아차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와 함께 살던 사람들은 므두셀라라는 이름을 매일매
일 부르면서도, 그리고 그가 늙어 죽을 때가 다 되었을 때도 그 이름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
았다. 하나님이 보내실 그것이 무엇인지 전혀 관심조차 갖지 않았다.
므두셀라는 죽음과 심판의 메신저인 동시에 구원의 메신저였다. 그 메신저를 보내신 하나님은 오랫
동안 인내하셨다. 그 인내는 엄밀히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향한 인내였다기보다는 노아와 그의 가족
을 향한 인내다. 그들이 방주를 완성할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신 것이다. 오늘날은 어떠한가? 방주
는 교회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로 사신 교회다. 하나님이 택하신 교회가 온전해지는 시점이 바로 하나
님의 구원 사역이 완성되는 시점이다. 사도 베드로는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노아의 방주에 빗대어
이렇게 경고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좇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
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
희가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 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
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벧후 3:3-9).
므두셀라가 그토록 오래 이 땅에서 장수한 이유는 간단하다. 구원의 대상인 노아와 그의 가족에 대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때문이다. 그들이 방주를 짓고 있는 한 심판을 시작하실 수는 없었다. 하지만 죄
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그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므두셀라의 장수는 엄
중한 심판의 경고다. 알다시피 그들 중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모두가 심판을 받았다. 오직 노아와 그
의 식구 8 명만 구원받았다. 이처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교회의 완성을 향한 그분의 의지다. 택하
신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 올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인간들은 누구도 하나님께 돌아 오기 전
까지 자신이 택한 백성인지 아닌지 결코 알 수 없다. 선택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미 하나님의 품 속
에 안긴 사람들은 단지 세상을 향해 외칠 뿐이다. ‘므두셀라!’ ‘그가 죽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낸다!’

묵상을 위한 질문
오늘날 노아의 세대와 똑같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경고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 경고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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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멕…통치자의 다른 이름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5:28~32)
(28 절) 라멕은 182세가 되었을 때 아들을 낳았습니다.
(ּומאַ ת שָׁ נָׁ ָ֑ה וַּיֹולֶׁד בֵ ן
ְ ּושמֹ נִ ים שָׁ נָׁה
ְ ) וַיְ חִ י־לֶׁמֶׁ ְך ְשתַ יִ ם
(29 절) 라멕은 그의 이름을 노아라 부르며 말했습니다. (ת־שמֹו נֹ חַ לֵאמָֹ֑ ר
ְ ֶׁ)וַּיִ קְ ָׁרא א
이 아이가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זֶׁה יְ ַנחֲמֵ נּו
여호와께서 저주하신 땅으로 인한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부터.
() ִממַ עֲשֵ נּו ּומֵ עִ צְ בֹון י ֶׁ֔ ֵָׁדינּו ִמן־הָׁ אֲדָׁ ֶׁ֔ ָׁמה אֲשֶׁ ר אֵ ְר ָׁרּה יְ הוָׁה
(30 절)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 년을 살았습니다.
() וַיְ חִ י־לֶׁמֶׁ ְך אַ ח ֲֵרי הֹולִ ידֹו אֶׁ ת־ ֶֹׁ֔נחַ חָׁ מֵ ש וְ ִת ְשעִ ים שָׁ ֶָׁׁ֔נה ַוחֲמֵ ש מֵ אֹ ת שָׁ נָׁ ָ֑ה
그는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וַּיֹולֶׁד בָׁ נִ ים ּובָׁ נֹות
(31 절) 라멕은 모두 777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ושבַ ע מֵ אֹות שָׁ נָׁ ָ֑ה ַוּיָׁמֹ ת
ְ ) וַיְ הִ י כָׁל־יְ מֵ י־ ֶֶׁׁ֔למֶׁ ְך שֶׁ בַ ע וְ ִשבְ עִ ים שָׁ ֶָׁׁ֔נה
(32 절) 노아는 500세가 되었을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습니다.
() וַיְ הִ י־נֹ חַ בֶׁ ן־חֲמֵ ש מֵ אֹות שָׁ נָׁ ָ֑ה וַּיֹולֶׁד ֶֹׁ֔נחַ אֶׁ ת־שֵ ם אֶׁ ת־חָׁ ם וְ אֶׁ ת־ ָׁיפֶׁת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라멕은 므두셀라의 아들이자 노아의 아버지다. 위로는 죽음과 심판의 아이콘인 므두셀라를 아버지
로 두고 아래로는 그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노아를 아들로 두고 있다. 심판과 구원의 가교 역할을 한
셈이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크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그러나 그림자인 구약 시대만 보면 노아의 홍수가 한 시대를 가르는 매우 중요한 구속사적 사건이다.
노아 홍수를 기점으로 그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계다. 그런 의미에서 라멕은 구시대를 종결하
는 마지막 인물인 셈이다.
셋의 후손인 라멕은 공교롭게도 가인의 후손 라멕과 이름이 같다. 당연히 그 이름의 의미도 같다. 권
력자, 파괴자, 강한 용사다. 그런데 각각의 삶을 살펴보면 완전히 다르다. 셋의 후예들은 여호와의 이
름으로,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불려졌다. (창 4:26절 참조). 가인의 후손 라멕의 이름이 이 세상 인간들
에 의해 불려진 이름이라면 셋의 후손인 라멕은 철저하게 하나님 안에서 불려진 이름이다. 같은 이름
이라도 누구의 통치권 안에서 불려지는지에 따라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들은 행위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의로움을 보여주려 한다. 그 의로 세상을 변화
시킬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의는 아니다. 인간의 의는 인간의 것일 뿐 하나님의 의는 아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진 의라야만 한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이룰
수 있을까? 먼저 그리스도의 의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인간
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그것이 기독교의 비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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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의 후손 라멕은 가인의 후손 라멕과 달리 여호와의 통치권 안에 있는 자였다. 그렇기에 그는 자기의
이름으로 그 어떤 것도 남기지 않았다. 그저 주어진 삶에 순종하며 살았을 뿐이다. 한 가지 놀라운 사
실은 그가 셋의 후예들 중 가장 단명했다는 사실이다. 물론 그보다 이 땅에서 더 짧게 살다 간 사람이
있다. 바로 에녹이다. 하지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으니 엄
밀히 말해 단명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기에 그 당시에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은 자 중에서는 라멕이
가장 단명한 사람인 것이다. 그는 공교롭게도 777살에 죽었다. ‘일곱’을 의미하는 ‘세바’ ()שֶׁ בַ ע가 세
번 들어간다. 창세기 기자는 하나님이 모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실 때 이 단어를 세 번 반복해서
썼다. 이것은 완전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창조를 완성하고 일곱째 날에 쉬신 것처럼 라멕을 통해 한 세
대를 마무리하고 쉬는 모습이 오버랩된다. 그래서 라멕의 아들 노아의 이름이 ‘안위’요 ‘위로’다. 노아
를 통해 방주에 탔던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하나님이 안위와 위로를 주신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는 것이 라멕의 삶이라면 그는 응당 777살에 죽어야 했을 것이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이 아니라 세상적 통치자로서 자기 자신의 힘을 과시
하며 산 사람이다. 당연히 하나님의 위로도 없고, 안위도 없다. 그는 자기 눈에 거슬리는 거라면 아무
리 사소한 것이라 해도 참을 수 없었다. 그 눈을 거슬리게 하는 모든 사람들은 보복과 응징을 각오해
야 했다. 그는 철저하게 이 세상에서 자신의 통치권을 확립해 나갔고, 아직 나이 어린 소년조차 그의
가혹한 통치의 철퇴를 피하지 못하고 죽임 당했다. 반면 셋의 후손 라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위임을
받은 통치자였다. 그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 하에 있었다는 말이다. 그의 역할은 어쩌면 단지 노
아를 낳고 기르는 일이 전부였을지도 모른다. 마치 그의 아버지 므두셀라가 심판을 경고하는 메신저
로 평생을 살았던 것처럼 라멕은 심판과 구원의 징검다리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삶이었을 것이다.
위로는 심판의 시계 역할을 하는 아버지를 모시고 아래로는 구원을 위한 방주를 예비해야 하는 자식
을 키우는 것, 그것이 라멕의 삶이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누구나 이 땅에서 명성을 얻고 화려하게 사는 것을 꿈꾼다. 말로는 하나님의 뜻
대로 산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의 뜻대로 삶이 흘러가지 않으면 부대끼고 힘들어 한다. 어떨 땐 기
도와 금식을 해서라도 기어이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 엄밀히 말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셋의
후손으로 살기보다는 실상은 가인의 후예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
는 이유는 이름을 남기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전해진 구원의 바통을 이웃에게 넘겨주는데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만들어진 그 복음의 의미를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이 땅을 살아
가는 크리스천들의 유일한 사명이다.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은 모두가 므두셀라에게서 노
아로 이행하는 삶을 살게 된다. 다시 말해 죽음과 심판에서 구원으로 옮겨진다. 라멕이 한 역할이 바
로 그것이다. 죽음과 심판의 운명에 처해진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과 안위다. 그런데 정작 구원
과 안위가 필요한 사람들은 자기들이 그런 처지에 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그런 그들을 깨우
치기란 쉽지 않다. 우리가 믿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결코 녹록치 않다는 말이다. 바울은 자신이 가
졌던 모든 특권들을 내려 놓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푯대를 향해 전진했다. 그것이 셋의 후손 라
멕의 삶이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오늘 하루 무엇을 위해 살
고 있습니까? 라멕처럼 복음의 바통을 누군가에게 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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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부 심판 선언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6:1~4)
(1 절)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 וַיְ הִ י כִ י־הֵ חֵ ל הָׁ אָׁ ֶׁ֔ ָׁדם לָׁרֹ ב עַל־פְ נֵי הָׁ אֲדָׁ ָׁ ָ֑מה ּובָׁ נֹות יֻלְ דּו לָׁהֶׁ ם
(2 절)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의 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았습니다.
()וַּיִ ְראּו בְ נֵי־הָׁ אֱֹלהִ ים אֶׁ ת־בְ נֹות הָׁ אָׁ ֶׁ֔ ָׁדם כִ י טֹבֹ ת ֵ ָ֑הנָׁה
그들은 그들이 선택하는 모든 여자를 그들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וַּיִ קְ חּו לָׁהֶׁ ם נ ֶׁ֔ ִָׁשים ִמכֹ ל אֲשֶׁ ר בָׁ חָׁ רּו
(3 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וּי ֹאמֶׁ ר יְ הוָׁה
내 영이 이 사람에게 영원히 머물지는 않을 것이다. ()ל ֹא־יָׁדֹון רּוחִ י בָׁ אָׁ דָׁ ם לְ עֹ ֶָׁׁ֔לם
그들도 역시 육체이기 때문이다. (שר
ָ֑ ָׁ ָׁ)בְ שַ גַם הּוא ב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ש ִרים שָׁ נָׁה
ְ )וְ הָׁ יּו י ֶׁ֔ ָָׁׁמיו מֵ אָׁ ה וְ ע
(4 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가 자녀를 낳은 그 당시와 그 이후에도,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습니다.
() הַ נְ פִ לִ ים הָׁ יּו בָׁ אָׁ ֶׁרץ בַ ּי ִָׁמים הָׁ הֵ ם וְ גַם אַ ח ֲֵרי־כֵן אֲשֶׁ ר יָׁבֹ אּו בְ נֵי הָׁ אֱֹלהִ ים אֶׁ ל־בְ נֹות הָׁ אָׁ ֶׁ֔ ָׁדם וְ יָׁלְ דּו ל ֶָׁׁהָ֑ם
그들은 아주 옛날부터 유명한 용사들입니다. ()הֵ מָׁ ה הַ גִ בֹ ִרים אֲשֶׁ ר מֵ עֹולָׁם אַ נְ שֵ י הַ שֵ 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사람들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번성은 하나님의 축복이자 명령이다 (창 1:28). 가인의 후예들과 셋
의 후예들은 제각기 이 땅에서 생육과 번성을 계속했다. 그런데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
나님은 셋을 선택하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의 후손 모두와 동행하지는 않으셨다는 점이다. 하나님
은 그 자손 중 오직 한 사람만을 선택했고 그게 노아에까지 이어진 것이다. 가인의 후예는 말할 것도
없고 셋의 다른 후손들도 모두가 심판의 대상에 포함되었다. 가인의 후예든 셋의 지손들이든 도긴개
긴이 된 것이다. 심판에서 구원받은 가정은 오직 노아 가정 하나뿐이니 말이다.
6 장 1 절과 2절은 성경을 읽는 독자나 이를 해석해내려는 학자들 모두를 매우 혼란스럽게 한다. 도대
체 사람의 딸들은 누구며, 또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사람의 딸들은 그렇다고 치자. 도대
체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인지 도무지 가늠하기 어렵다. 창세기 첫 구절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이성
으로 그나마 해석이 가능했던 성경은 이 부분에 이르면 아예 인간의 이성적 개입을 내려 놓으라고 명
령하는 듯하다. 오죽했으면 창세기 주석을 쓴 케네스 메튜스는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말했을까?
“불행하게도 6장 1절~4절은 해석에 있어 가장 높은 수준의 이해를 요구한다. 한절 한절이 주해상 어
려움의 근원이다.”
이 부분을 곰곰이 잘 살펴 보자. 해석이 어려운 부분은 비단 사람의 딸들이나 하나님의 아들들의 정체
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아내를 삼았다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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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것이 왜 타락이라고 할 수 있는가? 3절에서 하나님은 왜 갑자기 그런 반응을 보이셨을까? 그들
도 역시 육체가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네피림’은 누구이고 ‘기보림’(용사)은 누구인가? 이 외에도
질문은 끊임없이 쏟아진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서도 시원한 해답은 찾을 수 없다.
많은 질문은 차치하고 일단은 모든 독자들이 이 부분에서 창세기 3장과 4장에서 느꼈던 하나님과 인
간들 간의 긴장 관계를 또다시 느끼게 된다. 창세기 3 장에서 하나님은 에덴에 정원을 만드시고 거기
에다 인간을 놔두셨다. 그때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벽이 없었고 하나님은 수시로 인간과 조우하셨
다. 그 때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방해하는 어떠한 걸림돌도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나하스(뱀)라
는 존재가 등장한다. 그와의 몇 마디 대화 후에 인간들은 곧바로 타락했다. 아담에게서 나온 여자가 먼
저 유혹을 당했고, 아담도 역시 그 유혹에 넘어갔다. 그 후부터 하나님과 인간은 더 이상 그런 관계를
유지할 수 없었다. 이제 인간에게 하나님은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인식될 뿐이다. 가인과 아벨
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죄로 인해 깨진 인간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희생 제물을 통해서만 회복할 수 있
었다. 희생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조우할 수 있는 길이 영원히 차단된 것이다. 가인과 아벨은 각
각 희생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다. 이에 분개한 가인은 아벨을 무참하게 죽였
다. 이로 인해 인간 세상에는 죄가 점점 더 만연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은 심판의 방망이를 들고 나타
나신 것이다.
인간의 죄짓기와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단순한 패턴은 6 장에서 와서 다시 등장한다. 이 부분을 그 당
시 고대 근동의 신화를 인용하여 그것과 비슷한 또 다른 신화의 하나로 만들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
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 일이 전대미문
의 홍수 심판을 불러 올 정도로 심각한 일이었다면 자연히 이들이 누구를 의미하는지 추측해 보게 된
다. 대부분의 주석가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 천사들이거나, 혹은 인간 지도자들, 혹은 셋의 후예
들 중의 한 무리일 거라고 추정한다. 하지만 이 중 어떤 주장도 단지 추정에 불과할 뿐 그게 반드시 옳
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그들이 누구인지 여기서 밝혀내려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 다
만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로 아내를 삼는 것이 한 가족 여덟
명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류가 죽어야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심판 받은 대상은 방주에 탄 여덟 명의 사람들과 각종 동물들을 제외한 모든 인류와
코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이다. 벌은 죄를 지은 자가 받아야 타당하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무런 죄 없
는 자들에게까지 미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문자 그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아들들이
인간의 타락을 부추겼다면 하나님도 타락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적어도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이들의 타락에 전혀 관여하지 않으셔야 한다. 따라서 어떤 식으
로 해석하든 이 사건은 인간들이 지은 죄고 인간들만의 문제일 거라고 생각한다. 창세기에 기록된 인
간들의 타락 사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 올 정도의 큰 사건은 홍
수 사건 말고도 두 번이 더 있었다. 첫 번째가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 사건이고 두 번째가 스스로의 힘
으로 하늘 꼭대기까지 이르려고 했던 바벨탑 사건이다. 이 일로 아담과 이브가 에덴에서 쫓겨났고, 바
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온 지면에 흩어졌다. 둘 다 모두 죄를 지은 당사자들이 심판의 대상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은 이 사건은 전대미문의 심판을 초래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무엇이 있었는가? 게다가 인간들의
죄악이 아무리 관영했다 한들 어린 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인류가 몰살 당해야만 하는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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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이유가 있었는가? 여기서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와 같은 존재인 ‘네피림’ ()נְ פִ לִ ים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에서 네피림이라는 말은 단 세 차례 쓰였다. 창세기 이 부분에 처음으로 쓰였고 민
수기에 가서 다시 등장한다. 민수기 13 장 32~33절을 보자.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기서 네피림이 두 번 등장한다. 한번은 네피림이라 그대로 적고, 한번은 거인으로 번역했다. 이스라
엘의 정탐꾼들은 그들을 보는 순간 엄청난 공포를 느꼈다. 그 때문에 그들은 지레 겁을 집어 먹고 가
나안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만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창세기나 민수기나 모
두가 모세오경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들을 처음으로 접한 이들은 애굽을 나온 후 광야에 갇혀 있던 이
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들이 왜 사십 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녔는가? 바로 이 네피림 때문이었다.
그들에게 네피림은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감히 대적할 엄두조차 낼 수 없는 무시무시한 존재
였다. 그런 그들에게 지금 이 이야기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 분명 인간의 눈에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막강한 힘을 가진 네피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메뚜기와 같은 미미한 존재일 뿐이
라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네피림은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각인시켜 주었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인류와 동물들이 모조
리 몰살당한 이유에 대해서는 속시원한 해답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네피림이라는 무시무
시한 존재에 대한 두려움만은 없앨 수 있지 않았을까?
네피림은 그 당시나 이후에도 여전히 존재한다 . 바벨탑을 짓던 당시에는 니므롯이라는 이름으로 나
타났고 .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으로 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런 네피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
은 언제든 그들을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네피림은 누구인가? 우리를 위협 하는 두려운 존재는 무엇인가? 각자의 삶 속에서 자신
을 위협하는 네피림에 관해 생각해 볼 일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혹시나 당신의 삶에는 당신을 두렵게 하는 네피림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들이 왜 두려운가요? 그 상
황에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당신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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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후회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6:5~8)
(5 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악이 땅에 가득한 것을 보셨고, () ַוּי ְַרא יְ ה ֶׁ֔ ָׁוה כִ י ַרבָׁ ה ָׁרעַת הָׁ אָׁ דָׁ ם בָׁ ָׁ ָ֑א ֶׁרץ
또한 그 마음의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셨습니다).
()וְ כָׁל־יֵצֶׁ ר מַ חְ ְשבֹ ת לִ ֶׁ֔בֹו ַרק ַרע כָׁל־הַ ּיֹום
(6 절) 여호와께서 사람을 땅에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고, ()וַּיִ נָׁחֶׁ ם יְ ה ֶׁ֔ ָׁוה כִ י־עָׁשָׁ ה אֶׁ ת־הָׁ אָׁ דָׁ ם בָׁ ָׁ ָ֑א ֶׁרץ
이것은 그의 마음으로 깊이 근심하게 하였습니다. ()וַּיִ ְתעַצֵ ב אֶׁ ל־לִ בֹו
(7 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וּי ֹאמֶׁ ר יְ הוָׁה
내가 창조한 사람을 이 땅(지면)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אתי מֵ עַל פְ נֵי הָׁ אֲדָׁ ֶׁ֔ ָׁמה
ִ )אֶׁ ְמחֶׁ ה אֶׁ ת־הָׁ אָׁ דָׁ ם אֲשֶׁ ר־בָׁ ָׁר
사람에서부터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하늘의 새까지.
(ַד־רמֶׁ ש וְ עַד־עֹוף הַ שָׁ ָׁ ָ֑מיִם
ֶׁ )מֵ אָׁ דָׁ ם עַד־בְ הֵ ֶׁ֔ ָׁמה ע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을 후회하기 때문이다. (יתם
ִ )כִ י נִ חַ ְמ ִתי כִ י ע ֲִש
(8 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וְ נֹ חַ מָׁ צָׁ א חֵ ן בְ עֵינֵי יְ הוָׁ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이 땅에 가득한 것을 보셨다. 또한 그 마음에 생각하는 계획이 항상 악함을 아셨
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땅에 만드신 것을 후회하셨고, 마음 깊이 근심하셨다. 후회하다는 말을 문
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이 이전에 한 행동에 대해 스스로 유감을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
일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다. 맞는 해석일까? ‘후회’의 국어 사전적 의미는 ‘이전
의 잘못을 깨우치고 뉘우침’이다. 사실 후회나 근심이라는 단어는 모두가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인
간의 언어다.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어찌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후회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는 ‘나함’ ()נחם이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모두를 주어로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하나님을 주어로 할 때와 인간을 주어로 할 때는 다르게 번역한다. 창세기 6장 6 절
의 경우는 매우 특별한 용례다. 여기에 쓰인 ‘나함’ ()נחם의 올바른 의미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자책하
는 의미로서의 후회나 자신이 과거에 한 일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렸는데 이제 더는 참을 수 없는 결단의 시간이 다가온 데 대한 유감의 표시다. 드디
어 하나님이 계획하신 심판을 실행할 시기가 된 데서 비롯된 유감이다. 하나님 편에서는 계획했던 심
판을 실행하는 것이지만 인간 편에서는 가만히 계시던 하나님이 한 순간에 마음을 바꾸신 것처럼 보
이는 것이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늘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절대
이런 방법으로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을 바꾸어
이런 무시무시한 진노의 잔을 부으셨다고 생각한다. 홍수 심판은 애초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이
아니라 인간들의 타락이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 보다 훨씬 더 심했기 때문에 급기야는 하나님이 마음
을 바꾸신 거라고 말이다. 이것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이 ‘나함’을 후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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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심으로 번역한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의’나함’은 그런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함’은 후회
가 아니라 ‘드디어 올 것이 왔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이 생각하는 어떤 틀에 가두어 놓고 그 부분은 절대로 건드리지 않으
려고 한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후회하고 근심까지 하면서 홍수 심판을 했겠느냐 하면서 하
나님을 변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을 인간의 언어로 변호하려는 순간
하나님의 공의나 전지전능은 크게 훼손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술 취한 인간들 뒤나 졸졸 따라다니
며 마음 졸이는 그런 분이 아니다. 술 취한 인간이 어느 쪽으로 다음 걸음을 내디딜지 누가 알겠는가?
그 행보를 도통 종잡을 수가 없다. 이를 난보 (亂步, random walk)라 한다.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걸음걸
이를 말한다. 하나님은 난보(亂步)하는 인간들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혹시라도 인간의 행보가 잘못되
면 벌을 내리고 제대로 걸으면 칭찬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말이다. 만약 하나님이 비틀거리며 걷는
인간의 뒤만 쫓고 계신 분이라면 그분은 늘 뒷북만 치는 셈이다. 미리 예측하고 예방 하시기는커녕 그
저 뒤에서 위태위태하게 걷는 모습을 감시하기만 하다가 심하게 넘어지기라도 하면 오히려 인간에
게 호된 벌을 내리신다. 이런 이상한 분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일까?
아담이 범죄하자 하나님은 그들에게 벌을 주고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셨다. 가인이 아벨을 죽이자
그를 땅으로부터 저주 받게 하고 그를 외면하셨다. 그런데 이번에는 훨씬 더 심각하다. 인간들은 집
단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은 이전과는 달리 이 지면에서 모든 인간들을 쓸어버리기로 단호하게 결
심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후회하시고 근심하셨다는 말을 우리 인간의 언어로 해석하지 말아야 할 이
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흘러가고 있지는 않다. 다
만 하나님이 예측한 대로 흘러갈 뿐이다. 죄를 지은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점점 타락의 길로 들어서
게 된다. 하나님은 이번에는 홍수 심판이라는 역대 최대의 카드를 꺼내 드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인간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반항적이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게 된다.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이 벌 주시는 악순환의 고리는 인간들의 힘으로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 이 악
순환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낼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악순
환의 고리를 끊으시고 영원한 은혜를 부어주셨다. 영원한 은혜란 인간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
고 하나님이 다시는 그 죄로 인해 인간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런 의미에서 홍수 심
판은 죄에 대한 심판이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그런 와중에서도 은혜 받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래서 8절은 이렇게 끝을 맺는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
견하였습니다.”
노아가 다른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월등하게 나은 자라서 의인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이 노아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걱정마… 너와 너의 가족은 괜찮을 거야.”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다. 죄가 덜하거나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선언 받은 거다. 인간들이 만
들어낸 의로움이라 해봐야 기껏해야 도토리 키 재기 정도 아니겠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입니까?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나요? 당신 역시도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아 마땅한 자였음을 인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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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없는 자와 부패한 자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6:9~12)
(9 절) 이것은 노아의 톨레도트(가족사)입니다. ( ַ)אֵ לֶׁה תֹולְ דֹ ת ֶֹׁ֔נח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의 시대에 흠이 없었습니다. ()נֹ חַ ִאיש צַ ִדיק תָׁ ִמים הָׁ יָׁה בְ דֹ רֹ ָׁ ָ֑תיו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 ַ)אֶׁ ת־הָׁ אֱֹלהִ ים הִ ְתהַ לְֶׁך־נֹח
(10 절) 노아는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셈, 함, 그리고 야벳.
() וַּיֹולֶׁד נֹ חַ ְשֹלשָׁ ה בָׁ ִנָ֑ים אֶׁ ת־שֵ ם אֶׁ ת־חָׁ ם וְ אֶׁ ת־ ָׁיפֶׁת
(11 절) 그 땅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습니다. (ֱֹלהים
ָ֑ ִ )ו ִַתשָׁ חֵ ת הָׁ אָׁ ֶׁרץ לִ פְ נֵי הָׁ א
그 땅은 폭력으로 가득찼습니다. ()ו ִַתמָׁ לֵא הָׁ אָׁ ֶׁרץ חָׁ מָׁ ס
(12 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셨고, 그 땅은 부패하였습니다. () ַוּי ְַרא אֱֹלהִ ים אֶׁ ת־הָׁ אָׁ ֶׁרץ וְ הִ נֵה נִ ְש ָׁחָ֑תָׁ ה
모든 육체가 그 땅에서 그들의 길을(삶을) 부패하게 하였습니다.
()כִ י־הִ ְשחִ ית כָׁל־בָׁ שָׁ ר אֶׁ ת־דַ ְרכֹו עַל־הָׁ אָׁ ֶׁרץ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성경은 노아와 동시대의 사람들을 극명하게 대조한다.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고 그의 시대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반면, 그 당시 사람들은 부패하고 폭력으로 가득한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은 그 땅이
부패하고 모든 육체가 그 땅에서 부패한 길을 걸어갔다고 하신다. 그런 시대적 상황에서도 노아는 하
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었다. 노아는 셈, 함, 야벳 세 아들을 낳았다.
도대체 무엇이 의고 무엇이 타락일까? 의는 어떤 것이며, 어떤 상태를 부패한 상태라 하는가? 대다수
의 성경 독자들은 의와 부패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정확한 정의 없이 각자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서
주관적으로 생각한다. 그렇기에 이런 말을 들으면 거의 자동적으로 이 시대의 잣대로 의로운 자와 타
락한 자를 구분지어 떠올린다. 혹은 십계명과 같은 율법을 기준으로 노아의 의와 동시대 다른 사람들
의 불의를 연상하기도 한다. 거의 대부분이 도덕적 잣대로 의와 불의를 평가한다. 그리고 그런 기준은
시대별로 다르니 더 문제다. 게다가 성경이 말하는 타락의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타락이나 불의의
개념과는 전혀 다르다. 의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 기준과 인간의 판단 기준이 같을 리가 없지 않은가?
많은 사람들은 성경의 율법이 의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 율법대로 살아내는 것
을 의로움이라 굳게 믿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것을 강제한다..
만약 율법을 기준으로 ‘의’와 ‘불의’를 정의하면 우리는 성경의 가장 기본 사상인 ‘은혜’와 ‘믿음’이라
는 두 기둥을 포기해야 한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율법에 스스로를 비춰 보아 자기가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
라” (롬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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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가 의롭고 흠이 없는 자라는 말은 그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착하고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의 의는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찾아야 한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인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했
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인간의 의지로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다.
인간은 자기의 의지로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해서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다. 어찌 인간이 감히 하
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돌아가라면 돌아가는 것이 동행
이다. 하나님은 의롭고 완벽한 사람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해서 자기와 동행하
도록 만든 사람이 완전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노아가 스스로 노력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
나님이 그를 보고 마음에 쏙 들어 하신 게 아니다. 오히려 그와는 반대의 과정을 밟았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하나님은 아담의 셋째 아들 셋으로부터 시작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증조할
아버지 에녹, 할아버지 므두셀라, 아버지 라멕에 이러 노아에까지 이른 것이다. 노아의 상태와는 상관
없이 하나님은 그를 선택하고 그와 동행하셨다. 하나님의 간섭 아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
하는 사람이다.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삶이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 의로운 것이다.
신앙은 인간이 의로운 행위를 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점검을 받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격 없는 자
에게 주어지는 일방적인 은혜가 바로 의롭다는 선포다. 하나님이 노아를 의롭다고 한 것은 그에게만
눈길을 주고 그에게만 은혜를 베푸셨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다. 물론 노아가 살던 시대에 많은 사람들
이 부패하고 타락하여 불법이 만연했을 수도 있다. 그리고 그런 엄청난 죄악을 없애기 위해 홍수를 동
원해서 싹쓸이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을 거라고 인정하자.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홍수 심
판으로 죽은 것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은 것이라면, 그 사람들 대부분은 아마도 율법주의자들이
었을 확률이 높다. 하나님은 스스로의 의에 취해 있는 교만한 인간들을 심판하신 것이 아닐까?
오늘날의 사회가 노아 당시의 사회와 비교해서 덜 부패했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다만 하나님이 심
판을 늦추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아직도 그럭저럭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노아 당
시의 잣대를 지금 우리에게 들이댄다고 가정해 보자. 단 한 사람만을 택해 그의 직계 가족만 구원 하
신다면 우리들 중 누가 노아의 가족처럼 구원 받을 수 있을까? 적어도 자기 가족은 구원하실 거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자가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
들보다 우리가 훨씬 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사실은 그런 생각을 차는 자체가 불의인데 말이다.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자신의 부족함,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죄로 인해 하
나님의 아들이 죽을 수 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서 아들로 삼은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더더욱 다른 사람들의 불의를 함부로 판단하고 비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들이다. 어쩌면 이 홍수 심판이라는 지상 최대의 위기 앞에서 가장 염치없고 뻔뻔
한 사람이 노아였을지도 모른다. 만약, 노아가 스스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다면 아마도 하
나님은 노아를 선택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 받은 것처럼 노아도 은혜로 심판을 피
할 수 있었다. 그것이 기독교의 진리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만약 당신이 구원받은 자라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왜 당신을
구원하셨는지 조용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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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과 구원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6:9~12)
(9 절) 이것은 노아의 톨레도트(가족사)입니다. ( ַ)אֵ לֶׁה תֹולְ דֹ ת ֶֹׁ֔נח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고, 그의 시대에 흠이 없었습니다. ()נֹ חַ ִאיש צַ ִדיק תָׁ ִמים הָׁ יָׁה בְ דֹ רֹ ָׁ ָ֑תיו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 ַ)אֶׁ ת־הָׁ אֱֹלהִ ים הִ ְתהַ לְֶׁך־נֹח
(10 절) 노아는 3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셈, 함, 그리고 야벳.
() וַּיֹולֶׁד נֹ חַ ְשֹלשָׁ ה בָׁ ִנָ֑ים אֶׁ ת־שֵ ם אֶׁ ת־חָׁ ם וְ אֶׁ ת־ ָׁיפֶׁת
(11 절) 그 땅은 하나님 앞에서 부패하였습니다. (ֱֹלהים
ָ֑ ִ )ו ִַתשָׁ חֵ ת הָׁ אָׁ ֶׁרץ לִ פְ נֵי הָׁ א
그 땅은 폭력으로 가득찼습니다. ()ו ִַתמָׁ לֵא הָׁ אָׁ ֶׁרץ חָׁ מָׁ ס
(12 절) 하나님께서 그 땅을 보셨고, 그 땅은 부패하였습니다. () ַוּי ְַרא אֱֹלהִ ים אֶׁ ת־הָׁ אָׁ ֶׁרץ וְ הִ נֵה נִ ְש ָׁחָ֑תָׁ ה
모든 육체가 그 땅에서 그들의 길을(삶을) 부패하게 하였습니다.
()כִ י־הִ ְשחִ ית כָׁל־בָׁ שָׁ ר אֶׁ ת־דַ ְרכֹו עַל־הָׁ אָׁ ֶׁרץ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은 이미 인간의 역사를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하셨다. 잔인한 방법으로 말이다. 인간들과 코로
호흡하는 모든 동물들을 수장시켜버리기로 한 것이다. 만약 이런 결정을 하신 것이 옳다거나 당연하
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면 그들은 아마도 스스로를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구원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것이다. 하
나님은 인간에게 구원받을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 편에서 정하신다.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져 심판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이 죽어 그들의 죄를 대신하는 거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불편한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
이지 인간의 몫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다. 이 과
정에서 인간이 기여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이행하셨고, 일
방적으로 선포하셨다. 이 과정에서 인간들은 철저하게 수동적이다. 노아도 그랬다.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시고 노아를 지명해서 은혜를 주셨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홍수 심판은 하나님의 오판이나 즉흥적 판단으로 행하신 것이 아니다. 당시 홍수 심판은 당연한 것이
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 사건이었다. 사도 베드로는 홍수 심판을 종말론적으
로 이해하여 이렇게 편지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
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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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벧후 3:3~7).
베드로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부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겁 주기 위해 이런 글을 남기지 않았다.
베드로의 편지는 진리다. 이 일은 언제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불로 심판하실
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인간이 도무지 알 도리가 없다. 단지 분명한 것은 노아 때에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피하지 못한 것처럼 다가올 심판도 그럴 거라는 사실이다.
심판과 구원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심판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 구원이라는 말 자체가 심판으로부
터의 구원이다. 구원은 심판과 동시에 이루어진다. 구원은 예측 가능한 어떤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
들은 스스로를 ‘구원받은 자’로 여긴다. 구원받은 자라는 말은 이미 심판을 면한 자라는 말이다. 심판
을 면할 자가 아닌 것이다. 장차 다가올 심판을 면할 자라면 ‘구원받을 자’라고 해야 한다. 그래서 그리
스도인들에게 구원은 전혀 다른 의미이다. 구원이 다른 의미라면 심판도 다른 의미다. 노아는 하나님
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되었다. 홍수 심판은 인간
들을 향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진노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것이다. 그리
스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것이다..
노아 때와는 달리 하나님은 이중의 심판 방식을 택하셨다. 하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고 또
하나는 구원에서 제외된 인간들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전
자의 심판에서 구원받았고, 후자의 심판을 면했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심판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구원하기 위한 심판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구원에 대해 두 단계로 설명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
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
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돋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니심으로 말미암아 구
원을 받을 것이니라” (롬 5:8~10).
홍수 심판이 노아에게는 구원을 의미하듯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를 심판한 것은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을 의미한다. 홍수 심판은 완결된 심판이 아니라 다른 심판을 향한 시작에 불과한 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믿는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한 항구적 구원이다.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신 불의 진노가 두렵
지 않은 이유가 거기에 있다. 그리스도를 향한 심판은 우리를 향한 영원하고도 온전한 구원의 확약이
고 증거다. 당신에게 그 증거가 있는가? 그렇다면 안심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그리스도를 통
해 바라 보신다. 하나님의 눈에는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완전한 의인으로 보이는 것이다. 그 옛날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것이 은혜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노아처럼 심판에서 구원받은 자입니까? 당신이 구원받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 사실이 당신
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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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주를 만들라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6:13~22
) ַוּי ֹאמֶׁ ר אֱֹלהִ ים לְ נֹ חַ ( (13 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קֵ ץ כָׁל־בָׁ שָׁ ר בָׁ א לְ ָׁפ ֶַׁ֔ני( 모든 육체의 끝(마지막)이 내 앞에 이르렀다.
ֵיהָ֑ם( 이 땅이 그들의 폭력으로 가득찼기 때문이다.
)כִ י־מָׁ לְ אָׁ ה הָׁ אָׁ ֶׁרץ חָׁ מָׁ ס ִמפְ נ ֶׁ
)וְ הִ נְ נִ י מַ ְשחִ יתָׁ ם אֶׁ ת־הָׁ אָׁ ֶׁרץ( 내가 그들을 이 땅과 함께 멸망시킬 것이다.
)(14 절
)עֲשֵ ה לְ ָך תֵ בַ ת עֲצֵ י־ ֶֹׁ֔גפֶׁר( 너는 고페르(잣) 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קִ נִ ים תַ עֲשֶׁ ה אֶׁ ת־הַ תֵ ָׁבָ֑ה( 너는 그 방주 안에 칸을 만들고,
ּומחּוץ בַ כֹ פֶׁר( 역청으로 방주의 안과 밖을 칠하라.
)וְ ָׁכפ ְַרתָׁ אֹ תָׁ ּה ִמבַ יִ ת ִ
)(15 절
)וְ זֶׁה אֲשֶׁ ר תַ עֲשֶׁ ה אֹ ָׁ ָ֑תּה( 너는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야 한다:
) ְשֹלש מֵ אֹות אַ מָׁ ה אֹ ֶׁרְך הַ תֵ ֶׁ֔ ָׁבה( 방주의 길이: 300 규빗
)ח ֲִמ ִשים אַ מָׁ ה ָׁרחְ ֶׁ֔ ָׁבּה( 방주의 넓이: 50규빗
ֹלשים אַ מָׁ ה קֹומָׁ תָׁ ּה( 방주의 높이: 30 규빗
ּוש ִ
) ְ
)(16 절
너는 방주에 지붕을 만들고, 그것을 한 규빗 위로 마무리하라.
) צֹ הַ ר תַ עֲשֶׁ ה לַתֵ בָׁ ה וְ אֶׁ ל־אַ מָׁ ה ְת ַכ ֶׁלנָׁה ִמלְ ֶׁ֔ ַמעְ לָׁה(
)ּופֶׁתַ ח הַ תֵ בָׁ ה בְ צִ דָׁ ּה תָׁ ִ ָ֑שים( 너는 방주의 문을 방주 옆에 만들어라.
ּושלִ ִשים תַ עֲשֶׁ הָׁ ( 너는 방주를 상 중 하 3층으로 만들어라.
)תַ חְ ִתּיִ ם ְשנִ ּיִ ם ְ
)(17 절
) ַואֲנִ י הִ נְ נִ י מֵ בִ יא אֶׁ ת־הַ מַ בּול מַ יִ ם עַל־הָׁ ֶׁ֔ ָׁא ֶׁרץ( 보라, 내가 이 땅에 홍수를 일으킬 것이다,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하늘 아래에서 멸망시키기 위해.
)לְ שַ חֵ ת ָׁכל־בָׁ שָׁ ר אֲשֶׁ ר־בֹו רּוחַ חַ ֶׁ֔ ִּיים ִמתַ חַ ת הַ שָׁ ָׁ ָ֑מיִם(
)כֹ ל אֲשֶׁ ר־בָׁ אָׁ ֶׁרץ יִ גְ וָׁע(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죽을 것이다.
)(18 절
יתי ִא ָׁ ָ֑תְך( 그러나, 나는 너와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 ַוהֲקִ מֹ ִתי אֶׁ ת־בְ ִר ִ
)ּובָׁ אתָׁ אֶׁ ל־הַ תֵ ֶׁ֔ ָׁבה( 너는 방주로 들어갈 것이다,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아들들의 아내들이 너와 함께.
)אַ תָׁ ה ּובָׁ נֶׁיָך וְ ִא ְש ְתָך ּונְ שֵ י־בָׁ נֶׁיָך ִאתָׁ ְך(
)(19 절
ּומכָׁל־הָׁ חַ י ִמכָׁל־בָׁ שָׁ ר( 육체를 가진 모든 살아있는 동물들로부터,
) ִ
각각 2마리를 너와 함께 보존하기 위해 방주로 데리고 들어가라.
) ְשנַיִ ם ִמכֹ ל תָׁ בִ יא אֶׁ ל־הַ תֵ בָׁ ה לְ הַ חֲיֹ ת ִא ָׁ ָ֑תְך(
) ָׁזכָׁר ּונְ קֵ בָׁ ה יִ הְ יּו( 그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한다.
)(20 절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ומן־הַ בְ הֵ מָׁ ה לְ ִמי ֶָׁׁ֔נּה ִמכֹ ל ֶׁרמֶׁ ש הָׁ אֲדָׁ מָׁ ה לְ ִמינֵ ָ֑הּו(
) מֵ הָׁ עֹוף לְ ִמינֵהּו ִ
) ְשנַיִ ם ִמכֹ ל יָׁבֹ אּו אֵ לֶׁיָך לְ הַ חֲיֹות( 각각 2마리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너에게 올 것이다.
)(21 절
) וְ אַ תָׁ ה קַ ח־לְ ָך ִמכָׁל־מַ ֲאכָׁל אֲשֶׁ ר יֵאָׁ ֵֶׁ֔כל וְ אָׁ סַ פְ תָׁ אֵ לֶׁ ָ֑יָך(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가져와서 저장하라.
)וְ הָׁ יָׁה לְ ָך וְ לָׁהֶׁ ם לְ אָׁ כְ לָׁה( 그것은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될 것이다.
) ַו ַּיעַש ָ֑ ֹנחַ ( (22 절) 노아는 (이것을) 하였습니다.
)כְ כֹ ל אֲשֶׁ ר צִ ּוָׁה אֹ תֹו אֱֹלהִ ים כֵן עָׁשָׁ 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따라 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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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드디어 하나님의 뜻이 섰다. 공의의 심판을 하시기로 결정하셨다. 하나님의 심판이 눈 앞에 임박한 것
이다. 하나님은 심판에 앞서 노아를 향해 구체적인 명령을 내리신다. 성경 기자는 방주를 준비하는 이
모든 과정을 문학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반복적으로 표현했다. 그 문학적 구조는 다음과 같다.
A: 하나님의 뜻 선포: “내가 그들을 이 땅과 함께 멸망시킬 것이다” (6:13).
B: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6:14~16).
A: 하나님의 뜻 선포: “내가 이 땅에 홍수를 일으킬 것이다” (6:17).
B: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 “너는 방주로 들어갈 것이다” (6:18)
“너의 가족과 선책된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6:18~20)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가져와 저장하라” (6:21)
C: 노아의 명령 준수: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 (6:22)
노아가 방주를 준비하는 내용이 아주 정교하게 기술되어 있다. 두 번에 걸친 하나님의 선포와 노아를
향한 명령이 반복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준행하였다고 마무리한다.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당시 지상에 살던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수장되었다. 그들에게 더 이상 기회
는 주어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명령 어디에도 그들을 데리고 타야 한다는 말이 없다. 더군다나 세상 사
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알리라는 명령도 없다. 오직 방주는 노아와 여덟 식구 그리고 선택된
동물들을 위한 것이었다. 방주는 선택된 사람들 외에 다른 모든 자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배타적이
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선택된 사람들만을 향했다. 어떤 이들은 심판이 임박한 사실을 안 노아가 주
위 사람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전하고 피할 것을 권했을 거라는 추측성 해석을 내놓기도 한다. 방주
가 지어지는 오랜 기간 동안 그들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 오기를 간절히 원했으나 인간들이
듣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인다. 과연 그럴까? 하나님에 의해 선포된 뜻과 노아를 향한 명령에는 전혀
그런 말이 포함되지 않았다. 아마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너무 강조하다보니 그러지 않았나 싶다.
물론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 주는 듯한 성경 말씀도 있다. 사도 베드로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있
었던 일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
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벧전 3:20).
베드로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라고 말했다. 이 부분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노아
외에 다른 사람들도 돌아오기를 오래 참고 기다리신 것으로 해석한다. 물론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
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앞뒤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 외데 다른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니라 방주가 완성되기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리셨다는 것이 훨씬 타당한 해석이다.
방주가 완성되는 동안 하나님은 악이 자행되고 인간의 타락이 극에 달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이
횡행하는데도 계속 참고 기다리신 것이다. 만약,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했다면 아
마 그들에게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라도 내려서 회심시켰을 것이다. 그리고 노아에게 명령하실 때 돌
아올 사람들까지 고려하여 방주를 여러 척 지으라고 명령하셨어야 했다. 아니면 아예 은혜로 그들의
죄악을 눈감아 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좀 가혹하게 들릴지 모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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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방주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선택되지 않은 사람들과 동물들을 향한 자비와 사랑은
발견되지 않는다. 이는 단지 인간들의 이해 수준에서 만들어 낸 이론들일 뿐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
한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는 가을 새벽 찬 서리같이 단호하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향해
서는 한없는 은혜를 베풀면서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추상같은 공의의 심판을 내리신 것이다.
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 (תֵבָׁ ה
ּ )다. 그냥 네모난 박스 모양의 상자를 일컫는 말이다. ‘테바’는 성경에
총 28번 사용되었는데 홍수 심판을 기록한 6장~9장까지 총 26번 사용되었다. 나머지 두 번은 출애굽
기 2장 3 절과 5절에 쓰였다. 잘 아는 바와 같이 출애굽기에 쓰인 ‘테바’는 모세가 강에 버려질 때 모세
를 담은 갈대 상자를 말한다.
그러고 보면 홍수 심판에서의 ‘테바’와 모세를 태워 떠내려 보낸 ‘테바’는 닮은 꼴이 있다. 단지 갈대
상자에 담겨 떠내려가던 모세가 이집트 공주에 의해 구원을 받는 장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사실
이집트에서의 모세의 삶은 갈대 상자에 담겨 구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
리고 홍해를 건너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나오는 동안 하나님은 철저
하게 이스라엘 편이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한 줌의 은총도 허락하지 않았다. 처음 아홉 번의 재앙
은 마지막 재앙에 비하면 그저 애교 정도에 불과했다. 점점 강도를 더해가는 재앙 앞에서 이집트 왕 바
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번이고 내보내려 했다. 하지만 그 때마다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다잡아
주셨다. 바로는 자신의 마음조차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것이다. 한 곳만 찾아보자.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
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출 11:10).
이 구절은 유월절 장자 심판 직전에 기록된 말씀이다. 이미 바로는 자기 자신조차도 자기 의지로 마음
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계셨다. 바로를 쥐
락펴락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신다. 유월절 장자 심판 후에
야 바로는 겨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 있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자포자기하고 있
던 이집트 왕 바로를 또 다시 하나님이 완악하게 만드셨다 (출 14:4참조).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던 바
로의 군대들은 결국 홍해에서 모두 수장되고 만다. 이 사건 역시도 물의 심판으로 마무리된다.
방주는 두 가지 상반되는 이미지를 갖는다. 방주에 들어갈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구
원의 상징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상징이다. 방주는 자기가 원한다고 들어갈 수 있
는 곳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야만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어떠한가? 하나님이 불
공평하다고 원망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하
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깨달은 사람에게 방주는 선물 그 자체다. 그 사실을 깨달은 자라면 기꺼이 방주
를 짓는 데 동참할 것이며 마침내 감사함으로 방주에 오를 것이다. 당신에게 방주는 무엇인가? 불공
평의 심볼인가? 아니면 은혜의 선물인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라는 방주에 함께 오른 자입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방주의 완성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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