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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심판 선언 (주일)
오늘의 본문 (창 7:1~5)
(1 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 ַוי ֹּאמֶ ר יְ הוָה לְ ֹֹּ֔נח
너와 네 모든 가족은 방주로 들어가라. (יתָך אֶ ל־הַ תֵּ ָבָ֑ה
ְ ֵּ)ב ֹּא־אַ תָ ה וְ כָל־ב
나는 이 세대 앞에서 네 의로움을 보았다. (יתי צַ ִּדיק לְ ָפנַי בַ דֹור הַ זֶה
ִּ )כִּ י־אֹּ ְתָך ָר ִּא
(2 절)
모든 깨끗한 동물들의 수컷과 암컷 7쌍을 너와 함께 데려가고,
(הֹורה ִּתקַ ח־לְ ָך ִּשבְ עָה ִּשבְ עָה ִּאיש וְ ִּא ְש ָ֑תֹו
ָ ) ִּמכֹּ ל הַ בְ הֵּ מָ ה הַ ְט
모든 깨끗하지 않은 동물들은 수컷과 암컷 2마리를 (데려가라).
(ּומן־הַ בְ הֵּ מָ ה אֲשֶ ר ל ֹּא ְטהֹּ ָרה הִּ וא ְשנַיִּ ם ִּאיש וְ ִּא ְשתֹו
ִּ )
(3 절)
또한 하늘의 새들도 수컷과 암컷 7쌍을 (데려가라),
() ַגם מֵּ עֹוף הַ שָ מַ יִּ ם ִּשבְ עָה ִּשבְ עָה ָזכָר ּונְ קֵּ ָבָ֑ה
온 땅에 그들의 씨가 살아남도록 하기 위해. ()לְ חַ יֹות ז ֶַרע עַל־פְ נֵּי כָל־הָ אָ ֶרץ
(4 절)
7일이 되면, 내가 이 땅에 40일 낮과 40일 밤 동안 비를 내리게 할 것이다.
() כִּ י לְ י ִָּמים עֹוד ִּשבְ עָה אָ נֹּ כִּ י מַ ְמ ִּטיר עַל־הָ ֹ֔ ָא ֶרץ אַ ְרבָ עִּ ים יֹ֔ ֹום וְ אַ ְרבָ עִּ ים לָ ָ֑יְ לָה
내가 창조한 모든 생물을 이 땅에서 쓸어버릴 것이다.
(יתי מֵּ עַל פְ נֵּי הָ אֲדָ מָ ה
ִּ יתי אֶ ת־כָל־הַ יְ קּום אֲשֶ ר ע ֹ֔ ִָּש
ִּ ִּ) ּומָ ח
(5 절) 노아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였습니다. () ַו ַיעַש ָ֑ ֹּנחַ כְ כֹּ ל אֲשֶ ר־צִּ ּוָהּו יְ הוָ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오랜 참으심은 끝이 났다. 하나님은 방주를 빨리 완성하라고 노
아를 재촉하시지도 않았고, 방주를 짓는데 특별히 개입해서 노아의 수고를 덜어주시지도 않았다. 방
주가 지어지는 내내 침묵하셨고, 인내로 지켜보며 긴 세월을 기다리셨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충실히 그 모든 것을 행했다. ‘행했다’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아사’ ()עָשָ ה다. 만들었다라는 의미
다. 하나님은 지시하셨고 노아는 만들었다. 방주가 완성되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신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노아를 선택하신 이유를 설명하셨다.
“나는 이 세대 앞에서 네 의로움을 보았다” (7:1).
성경은 노아의 삶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이 그를 왜 의롭다고 하셨는지 전혀 부연 설
명을 하고 있지 않다. 성경 어디에도 당시 심판으로 죽은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노아가 도덕적으로
훌륭하고 절제된 삶을 살았다거나, 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경건하게 삶으로써 스스로 하나님께 자
신의 믿음을 확증했다는 기록은 없다. 하나님은 믿도 끝도 없이 이 세대 앞에서 그의 의로움을 보았다
고 말씀하신 것이 전부다. 물론 창세기 기자는 앞선 6장 9절에서 노아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창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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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씀도 노아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눈은
겉으로 드러난 노아의 행위에 주목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창세기 기자는 노아가 어떤 삶을 살고 있
었는지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다만 노아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려주고
있을 뿐이다. 노아의 삶과 무관하게 하나님의 눈 앞에서 그는 의로운 자다. 인간의 의로움은 당사자의
행위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포해 주셔야 하는 것이다. 인간은 그것을 판단할 권한이 없다.
복음서를 보면 ‘의로움’이 어떤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예수님을 만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인가? 예수님은 의로움을 설명하기 위해 바리새인과 세리를 한 심판대에 세우셨다. 결과는 익
히 알다시피 세리의 판정승으로 끝났다. 성경에서 의로움은 행위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는 것이다. 세리는 의롭다고 선언받은 사람이지 의로운 삶을 살아낸 사람이 아
니다.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너무도 잘 알았다. 그는 실제로 많은 죄를 범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는 자라고 고백했다. 반면 바리새인은 어떤가? 그는 하나님 앞에 당당했다.
왜냐하면 그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을 정도로 경건한 삶을 살아왔다고 자부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를 의롭다고 하셨을까? 예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신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눅 18:14).
예수님은 세리가 한 부정한 행위를 눈감아 주신 게 아니다. 다만 자신의 불의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서 애통해하는 그 모습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셨다. 반대로 바리새인이 추구하는 의로운 삶을 부정
하거나 무시한 것도 아니다. 바리새인의 문제는 그런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공로로 내세우며 자
신을 높이는 데 있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세리처럼 불의하게 살아도 된다는 것도 아니요, 반대로 바
리새인들처럼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기 위해서 스스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
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노아는 물론 그의 가족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더군다나 동물들
은 어떠한가? 자기들 중 누가 방주에 타서 살아 남을지 아니면 홍수 심판으로 죽을지 동물들이 어떻
게 알 수 있겠는가?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만 달려 있을 뿐이다.
오늘날 기독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전부라고 선포는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게 말하
면 행여라도 죄에 둔감해질까봐 두려워하는 듯하다. 그래서 ‘어떻게든 사람들에게 선한 행위를 하도
록 권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구원에 있어 인간 역할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 주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의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말과 다름없다. 구원은 하나님이 해 주시지만 그것을 유지해야 할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안타깝지만 그런 말들이 설득력을 갖는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의 무책임한 행동에도
원인이 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오직 은혜 외에는 없다. 오로지 십자가의 공로로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은혜는 인간이 만들어낸 의가 아무 소용이 없음을 깨달을 때 주어진다. 당신은 그
은혜를 경험했는가? 그러면 당신은 이미 방주 안에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나요? 하나님의 눈에 당신은 의로운 자라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진정으로 그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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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로 심판하시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7:6~16)
(6 절) 노아의 나이는 600 세였습니다, ()וְ נֹּ חַ בֶ ן־שֵּ ש מֵּ אֹות שָ נָ ָ֑ה
땅에 홍수가 있을 때에. ()וְ הַ מַ בּול הָ ָֹ֔יה מַ יִּ ם עַל־הָ אָ ֶרץ
(7 절)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아들들의 아내들은 그와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 ַו ָיב ֹּא נֹּ חַ ּובָ נָיו וְ ִּא ְשתֹו ּונְ שֵּ י־בָ נָיו ִּאתֹו אֶ ל־הַ תֵּ ָבָ֑ה ִּמפְ נֵּי מֵּ י הַ מַ בּול
(8 절) 깨끗한 동물들과 깨끗하지 않은 동물들과 새들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
(ּומן־הָ ֹ֔עֹוף וְ כֹּ ל אֲשֶ ר־רֹּ מֵּ ש עַל־הָ אֲדָ מָ ה
ִּ ּומן־הַ בְ הֵּ ֹ֔ ָמה אֲשֶ ר אֵּ י ֶננָה ְטהֹּ ָ ָ֑רה
ִּ הֹורה
ֹ֔ ָ ) ִּמן־הַ בְ הֵּ מָ ה הַ ְט
(9 절) 수컷과 암컷 둘씩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 ְשנַיִּ ם ְשנַיִּ ם בָ אּו אֶ ל־נֹּ חַ אֶ ל־הַ תֵּ בָ ה ָזכָר ּונְ קֵּ ָבָ֑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한 것을 따라서. ( ַ) ַכאֲשֶ ר צִּ ּוָה אֱֹלהִּ ים אֶ ת־נֹּ ח
(10 절) 7 일이 되었을 때, 땅에 홍수가 났습니다. () וַיְ הִּ י לְ ִּשבְ עַת הַ י ִּ ָָ֑מים ּומֵּ י הַ מַ בֹ֔ ּול הָ יּו עַל־הָ אָ ֶרץ
(11 절) 노아의 나이가 600 세가 되던 해, 둘째 달, 그 달의 17일,
() בִּ ְשנַת שֵּ ש־מֵּ אֹות שָ נָה לְ חַ יֵּי־ ֹֹּ֔נחַ בַ חֹּ דֶ ש הַ שֵּ ֹ֔ ִּני בְ ִּשבְ עָה־ ָעשָ ר יֹום לַחָֹּ֑ דֶ ש
그 날에 아주 크고 깊은 수면의 모든 샘이 터져나왔고, ()בַ יֹום הַ זֶה נִּ בְ קְ עּו כָל־מַ עְ יְ נֹּ ת ְתהֹום ַר ֹ֔ ָבה
하늘의 창문이 열렸습니다. () ַואֲרֻ בֹּ ת הַ שָ מַ יִּ ם נִּ פְ תָ חּו
(12 절) 비가 40 일 낮과 40 일 밤 동안 내렸습니다. ()וַיְ הִּ י הַ גֶשֶ ם עַל־הָ ָ ָ֑א ֶרץ אַ ְרבָ עִּ ים יֹ֔ ֹום וְ אַ ְרבָ עִּ ים לָיְ לָה
(13 절) 바로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샘과 함과 야벳, 그리고 노아의 아내와 그의 아들들의
아내들이 방주로 들어갔고,
(ּושֹלשֶ ת נְ שֵּ י־בָ נָיו ִּאתָ ם אֶ ל־הַ תֵּ בָ ה
ְ ֵַּי־נחַ וְ אֵּ שֶ ת נֹּ ח
ֹּ ָ֑ ) בְ עֶצֶ ם הַ יֹום הַ זֶה בָ א ֹֹּ֔נחַ וְ שֵּ ם־וְ חָ ם ָו ֶיפֶת בְ נ
(14 절) 그들과 모든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모든 땅에 기는 것이 그 종류대로,
() הֵּ מָ ה וְ כָל־הַ חַ יָה לְ ִּמינָּה וְ כָל־הַ בְ הֵּ מָ ה לְ ִּמי ָֹ֔נּה וְ כָל־הָ ֶרמֶ ש הָ רֹּ מֵּ ש עַל־הָ אָ ֶרץ לְ ִּמינֵּ ָ֑הּו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모든 날개 달린 것, ()וְ כָל־הָ עֹוף לְ ִּמי ֵֹּ֔נהּו כֹּ ל צִּ פֹור כָל־ ָכנָף
(15 절) 그들은 노아에게 와서 방주로 들어갔습니다, () ַו ָיבֹּ אּו אֶ ל־נֹּ חַ אֶ ל־הַ תֵּ ָבָ֑ה
생명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육체가 둘씩. () ְשנַיִּ ם ְשנַיִּ ם ִּמכָל־הַ בָ שָֹ֔ ר אֲשֶ ר־בֹו רּוחַ חַ יִּ ים
(16 절) 들어간 것들, 모든 육체의 수컷과 암컷,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들어갔습니다. (ֱֹלהים
ָ֑ ִּ )וְ הַ בָ ִּאים ָזכָר ּונְ קֵּ בָ ה ִּמכָל־בָ שָ ר ֹ֔ ָבאּו ַכאֲשֶ ר צִּ ּוָה אֹּ תֹו א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문을 닫았습니다. ()וַיִּ ְסגֹּ ר יְ הוָה בַ עֲדֹ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드디어 방주가 완성되었다. 노아와 노아의 가족, 선택받은 동물들이 모두
방주에 들어 갔다. 성경은 당시 사건을 두 번에 걸쳐 반복해 기록하고 있다. 왜 이렇게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을까? 성경이 동일한 내용을 연거푸 기록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따라서 이 사
건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노아와 그 가족들, 그리고 선택
된 동물들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고 나면 방주의 문에 닫힐 것이고, 이제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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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심판에서 살아 남을 자들은 겨우 여덟 명뿐일 것이다. 본격적인 묵상
에 앞서 본문의 구조를 살펴보자.
A (6 절); 노아의 나이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나다
B (7 절):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로 들어감
C (8-9절): 동물들이 방주로 들어감
D (9 절 하):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한 것을 따라서
A (10-12절): 노아의 나이 600 세 되던 해 홍수가 나다
B (13절): 노아와 그 가족이 방주에 들어감
C (14-16절 상):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감
D ( 16 중):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대로
결론: 여호와께서 그의 뒤에서 문을 닫다.
위 구조를 보면 홍수 심판 (A), 방주에 들어간 사람들 (B), 동물들 (C), 하나님의 명령 (D)이 두 번 반복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반복해서 기록했지만 동일한 대상을 서로 다르게 표현하
고 있는 점이다. 물론 표현의 다양성과 풍부함을 주기 위해 그랬을 수도 있지만 이 표현에서 특히 눈
에 띄는 대목이 있어 상세히 짚고 넘어가기로 한다.
먼저, 노아의 가족과 관련한 내용이다. 노아는 아들이 셋이 있었다. 그리고 모두 결혼을 한 상태였다. 7
절에서는 그냥 그의 아들들이라고만 했지만 13 절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하고 있다. 물
론 노아의 아내나 며느리들의 이름은 없다. 노아는 ‘안위’, 셈은 ‘찬양받을 이름’, 함은 ‘흑색, 어두움’,
야벳은 ‘지경을 넓힘’이라는 뜻이다. 셈은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는 메
시야를 배출하는 가계의 조상이 되고, 함은 아버지에게 저주받고 끝내는 하나님에까지 이르려고 한
니므롯 가계를 비롯해 후에 이집트인들의 조상이 된다. 이처럼 셈의 후예들과 대척점에 서서 선택받
은 민족을 괴롭히고 위협하는 자들의 조상인 함이 구원의 방주에 같이 올라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알다시피 함은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 공
동체에 심각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는 장본인이 된다.
홍수 심판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어 포도주를 빚었다. 그는 그 포도주를 마시
고 취한 채로 자기 텐트에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다. 그런 아버지의 수치스런 모습을 본 함이 밖으로 나
와 셈과 야벳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쳐 들어가 아버지
의 벗은 몸을 덮어 주었다. 어떤 이는 아버지 노아가 술을 먹지 말아야 했고, 그가 술을 먹지 않았더라
면 둘째 아들 함과 그런 갈등을 겪지 않아도 되었을 거라고도 말한다. 다시 말해 이 모든 일의 빌미는
노아에게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단지 ‘술 취하지 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 기록된 에피
소드가 아니다. 이 에피소드는 함과 그 후손들이 어떻게 셈의 후손과 멀어지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
게 서로가 적대적인 관계로 변해갔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서로 원수지간으로 변할 형제들이 다함께 한 배에 올라 심판을 면했다. 비단 사람들뿐만이 아
니다. 동물들도 그렇다. 하나님은 깨끗한 동물들과 깨끗하지 않은 동물들을 한 배에 같이 태웠다. 이
부분에서 느닷없이 등장하는 두 개의 단어가 있다. 바로 정결과 부정이다.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정결
한 동물과 부정한 동물을 나누셨다. 그런데 레위기의 계율이 주어지기 훨찐 이전인 지금 이미 깨끗한
동물과 더러운 동물에 대한 개념이 존재한다. 사실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예고하면서 방주를 지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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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명령하실 때만 하더라도 동물들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방주가 완성된 후에 동물들
을 정결한 짐승들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셨다. 도대체 언제부터 동물들을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으
로 나누었는가? 그리고 그렇게 나눈 기준은 무엇이며 도대체 왜 그렇게 나누었는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순간부터 이 세상에는 선과 악, 깨끗함과 더러움, 좋음과 나쁨, 옳음과
그름이라는 판단 기준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러한 선악 판단 기준은 동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
창세기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동물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은 모든 동물들을 좋게, 다시 말해 깨끗하게
보셨다. 하지만 인간들이 죄로 인해 스스로의기준을 세워 놓은 이후부터 세상은 그 좋고 깨끗한 것들
로부터 더러운 것들을 구별해 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오늘 본문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을 알려준다. 홍수 심판을 피해 구원의 방주에 오르는 동물들은 정결
한 짐승이건 부정한 짐승이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방주에 오를 수 있었다. 정결한 짐승은 일곱 쌍
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다. 그 7쌍의 짐승들이 죽지 않고 산 이유는 그들이 정결한 짐승이어서가 아
니라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부정한 짐승은 한 쌍씩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
었다. 그들 또한 부정해서 다 죽어야 하는 게 아니라 부정한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방주에 태워 구원하
셨다. 어떤 분들은 부정한 짐승들은 모두 죽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성경은 정결한 짐승들과 함께 부정한 짐승들도 다 같이 구원받았다.
구원의 기준은 정하고 부정함에 달려있지 않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 선택된 자만이 구원
받는다. 각자가 스스로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지 찾아 보라. 혹자는 모태 신앙으로 늘 신실하
게 살아와서, 혹자는 선한 일로 구제를 많이 해서, 혹자는 교회에서 봉사와 전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다. 구원받은 데
대한 감사와 감격 때문에 자연스레 그렇게 하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해 그러는 게 아니다. 다른 말로 하
면 우리가 깨끗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가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 찾아 오셔
서 성령으로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졌다. 구원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준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하지만 구원은 공짜다. 공짜라는 말은
싸구려라는 의미가 아니다. 너무도 비싸기에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엄두도 낼 수 없기 때문에 은혜로
거저 주셨다는 말이다. 그래서 염치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노아의 방주에 후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후손을 낳는 함이 함께 올라탔
다는 사실,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도 함께 방주에 올라 구원 받았다는 사실에 어떤 기분이 드는가? 그
사실에 안도감이 들지 않는가? 불의한 자의 조상이 될 함이나 부정한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방주에 올
라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듯이 어쩌면 우리가 그런 자들이 아니겠는가? 혹시라도 우리 중에 스스로가
의롭고 정결하기 때문에 방주에 오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있는 건 아닐까?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은 왜 당신을 구원하셨을까요?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을 구원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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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7:17~24)
(17 절) 그 땅에 홍수가 40 일간 계속되었습니다. ()וַיְ הִּ י הַ מַ בּול אַ ְרבָ עִּ ים יֹום עַל־הָ ָ ָ֑א ֶרץ
물이 많아져서 방주를 들어올렸고, ()וַיִּ ְרבּו הַ מַ יִּ ם וַיִּ ְשאּו אֶ ת־הַ תֵּ ֹ֔ ָבה
방주는 땅 위에 떠올랐습니다. ()וַתָ ָרם מֵּ עַל הָ אָ ֶרץ
(18 절) 물이 가득차고 땅에 더욱 많아졌습니다. ()וַיִּ גְ בְ רּו הַ מַ יִּ ם וַיִּ ְרבּו ְמאֹּ ד עַל־הָ ָ ָ֑א ֶרץ
방주는 물 위를 떠 다녔습니다. ()וַתֵּ לְֶך הַ תֵּ בָ ה עַל־פְ נֵּי הַ מָ יִּ ם
(19 절) 물이 땅에 더욱 더 가득찼고, ()וְ הַ מַ יִּ ם גָבְ רּו ְמאֹּ ד ְמאֹּ ד עַל־הָ ָ ָ֑א ֶרץ
모든 하늘 아래 높은 모든 산이 잠겼습니다. () וַיְ כֻּסּו כָל־הֶ הָ ִּרים הַ גְ בֹּ ֹ֔ ִּהים אֲשֶ ר־תַ חַ ת כָל־הַ שָ מָ יִּ ם
(20 절) 물이 15 규빗이나 위로 높게 가득찼고, (ֶש ֵּרה אַ מָ ה ִּמלְ ֹ֔ ַמעְ לָה גָבְ רּו הַ ָ ָ֑מיִּ ם
ְ )חֲמֵּ ש ע
산들이 잠겼습니다. ()וַיְ כֻּסּו הֶ הָ ִּרים
(21 절) 모든 땅의 움직이는 육체들, 새, 가축, 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וַיִּ גְ וַע כָל־בָ שָ ר הָ רֹּ מֵּ ש עַל־הָ אָ ֶרץ בָ עֹוף ּובַ בְ הֵּ מָ ה ּובַ חַ ָֹ֔יה ּובְ כָל־הַ שֶ ֶרץ הַ שֹּ ֵּרץ עַל־הָ ָ ָ֑א ֶרץ וְ כֹּ ל הָ אָ דָ ם
(22 절) 마른 땅에서 코로 생명의 숨을 쉬는 모든 것들은 죽었습니다.
()כֹּ ל אֲשֶ ר נִּ ְשמַ ת־רּוחַ חַ יִּ ים בְ אַ פָיו ִּמכֹּ ל אֲשֶ ר בֶ חָ ָרבָ ה מֵּ תּו
(23 절)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וַיִּ מַ ח אֶ ת־כָל־הַ יְ קּום אֲשֶ ר עַל־פְ נֵּי הָ אֲדָ מָ ה
사람에서부터 가축, 땅에 기는 것, 하늘의 새까지. (ַד־רמֶ ש וְ עַד־עֹוף הַ שָ ֹ֔ ַמיִּם
ֶ )מֵּ אָ דָ ם עַד־בְ הֵּ מָ ה ע
그래서 그들은 그 땅에서 전멸하였습니다. ()וַיִּ מָ חּו ִּמן־הָ ָ ָ֑א ֶרץ
오직 노아만,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자들만 남았습니다. ()וַיִּ שָ אֶ ר אַ ְך־נֹּ חַ ַואֲשֶ ר ִּאתֹו בַ תֵּ בָ ה
(24 절) 물이 150일동안 그 땅에 가득하였습니다. (ּומאַ ת יֹום
ְ )וַיִּ גְ בְ רּו הַ מַ יִּ ם עַל־הָ ָ ָ֑א ֶרץ ח ֲִּמ ִּשי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그 땅에 40일간 홍수가 계속되었다. 하늘의 창이 열려 하늘에서 물이 쏟아졌고 땅의 창수가 터져나왔
다. 이같은 홍수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 방주에 타지 못하고 땅에 남아 있던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 그리고 새들이 죽었다. 오로지 방주에 탄 노아의 여덟 식구들과 동물들만 생명을 보존했다.
“모든 땅의 움직이는 육체들, 새, 가축, 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 모든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마른 땅에
서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존재들을 쓸어버리셨습니다.
사람에서부터 가축, 땅에 기는 것, 하늘의 새까지 그들은 그 땅에서 전멸하였습니다” (창 7:21~23).
많은 이들이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읽으면 어떤 생
각이 드는가? 끔찍한 재앙을 아무런 감정없이 전하는 신문 기사보다도 메마르고 차갑다는 느낌이 들
정도다. 물론 어떤 이들은 마땅히 죽어야 할 자들이 죽은 거라고 말할 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므로 그들 모두는 가혹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중죄인이라고 생각할 지도 모른다. 또는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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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에서 그 심판은 불가피한 것이라고 항변할 수도 있다. 사실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많은 설교자들
이 홍수 심판을 당연한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은 응당 해야 할 일을 하셨고 인간들은 죄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과연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있는 걸까? 성경은 심판 받은 사람들
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느꼈을 엄청난 두려움, 공포, 억울함 같은 감정을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
고 해서 그들이 그 심판을 운명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였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방주에 탄 여
덟 명과 자신들을 비교해서 자신들이 그들보다 못한 것이 뭐냐고 항변하며 죽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 수많은 사람들, 동물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노아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싶다. 아마도
노아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기 가족만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염치없고 면목없는 일인지 뼈저
리게 느꼈을 것이다. 은혜가 무엇인지 노아가 그 의미를 제대로 깨달았다면 말이다. 은혜란 그런 것이
다. 은혜 받은 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절대로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가 없다. 오히려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의아해하며 그 은혜를 염치없이 넙죽 받게 되는
것이다.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전혀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무한한 감사를 드리는 것이다.
그런데 히브리 문화에서 ‘감사합니다’라는 말은 함부로 입에 올릴 수 있는 말이 아니다. 히브리인들
은 타인들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으면 반드시 되갚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하다는 말 한 마디로 때
울 수 없다는 것이다. 어떤 이에게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되갚아야 하며, 때로 도움을 준 당사자에게
갚지 못할 상황에 처하면 지나가는 나그네에게라도 베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이 받은 것을 타인에게 되갚을 능력이
없기에 미안하지만 말로 때우겠다는 뜻이라고 한다. ‘당신에게 나는 이런 큰 혜택을 받았지만 내겐 그
것을 되갚을 능력이 없으니 그냥 감사하다는 말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런 의미가 감사드린
다는 말에 들어 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열 명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한다. 나병 환자들이 에루살렘
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멀리 서서 외친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눅
17:13). 이들의 외침을 들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이
제사장을 만나러 가던 길에 자신들의 몸이 나은 것을 알게 된다. 그런데 그 중 아홉은 제사장에게 달
려간다. 단 한 명 사마리아 인은 예수님께로 달려와 그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그런데 다른 아홉 명
은 왜 예수님께 와서 감사하지 않았을까?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되갚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이
다. 하지만 사마리아인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자신이 받은 그 은혜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임을 알
았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 말로써 감사의 표시를 하는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는
다시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드렸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은혜다.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하더라도 도저
히 줄어들지 않는 어마어마한 빚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엄청난 은혜에 오직 감사를 표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노아가 그랬을 것이다. 노아는 결코 자신과 자기 가족만 방주에 타고 있음
에 대해 안도해 하며 물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자
격없는 자신이 방주에 타고 있는 게 염치 없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았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해야 하는 핵심 내용이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의 십자가로 완성된 구원의 의미를 깨달은 우리들조차 노아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마땅히 심판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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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야 할 부정한 존재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존재들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지 않은 자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 온
사람들이다. 바로 그 차이만 있을 뿐이다. 지금 교회는 어떤가? 아직 방주에 올라타야 할 사람들이 남
아 있다. 노아 때로 말하자면 아직 여덟 명이 다 채워지지 않은 것이다. 그 때문에 아직 하나님의 심판
은 임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노아 때처럼 택하신 백성들이 모두 방주 안으로 들어 오기까지 인내하며
기다리신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세상을 향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들과 그들과의 차별
을 강조하며 특권만을 주장할 것인가? 기독교인은 도덕적 기준으로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고 강
조함으로써 기독교인들과 세상사람들을 갈라치기하는 데에만 열중할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인들도
그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오직 그 은혜로만 살고 있는 자들임
을 그들에게 알릴 것인가? 전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서로 얼마나 다른가를 설
명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보여지는 삶은 그들과 다를 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를 누리며 그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다. 솔직히 말해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길래 은혜의 방주에 올라 타고 있는가? 오직 한 가지 이유, 하나님의 은혜
때문 아닌가?

묵상을 위한 질문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인품이나 도덕적 행위가 다른 걸까요? 아니
면 은혜를 깨달은 점이 다른 걸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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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기억하시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8:1~5)
(1 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습니다.
()וַיִּ זְכֹּ ר אֱֹלהִּ ים אֶ ת־ ֹֹּ֔נחַ וְ אֵּ ת כָל־הַ חַ יָה וְ אֶ ת־כָל־הַ בְ הֵּ ֹ֔ ָמה אֲשֶ ר ִּאתֹו בַ תֵּ ָבָ֑ה
하나님께서 땅에 바람이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 ַו ַיעֲבֵּ ר אֱֹלהִּ ים רּוחַ עַל־הָ ֹ֔ ָא ֶרץ ַויָשֹּ כּו הַ מָ יִּם
(2 절) 깊은 수면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습니다. ()וַיִּ ּסָ כְ רּו מַ עְ יְ נֹּ ת ְת ֹ֔הֹום ַואֲרֻ בֹּ ת הַ שָ ָ ָ֑מיִּ ם
하늘로부터 비가 그쳤습니다. ()וַיִּ ָכלֵּא הַ גֶשֶ ם ִּמן־הַ שָ מָ יִּ ם
(3 절) 물은 땅에서 점점 다시 돌아갔고, () ַויָשֻ בּו הַ מַ יִּ ם מֵּ עַל הָ אָ ֶרץ הָ לֹוְך ו ָָ֑שֹוב
물은 150 일이 지났을 때, 줄어들었습니다. (ּומאַ ת יֹום
ְ ) ַויַחְ ְסרּו הַ ֹ֔ ַמיִּ ם ִּמקְ צֵּ ה ח ֲִּמ ִּשים
(4 절) 방주는 7번째 달, 그 달의 17 일째 되는 날에, 아라랏 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יעי בְ ִּשבְ עָה־עָשָ ר יֹום לַחָֹּ֑ דֶ ש עַל הָ ֵּרי א ֲָר ָרט
ִּ ֹ֔ ִּ) וַתָ נַח הַ תֵּ בָ ה בַ חֹּ דֶ ש הַ ְשב
(5 절) 물은 10 달동안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ירי
ָ֑ ִּ )וְ הַ מַ יִּ ם הָ יּו הָ לֹוְך וְ חָ ֹ֔סֹור עַד הַ חֹּ דֶ ש הָ ע ֲִּש
10 번째 달 첫날에는 산 봉우리들이 보였습니다. ()בָ ע ֲִּש ִּירי בְ אֶ חָ ד ַלחֹֹּ֔ דֶ ש נִּ ְראּו ָראשֵּ י הֶ הָ ִּרי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께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들과 가축들을 기억하셨다. ‘기억하다’
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자카르’ ()זכר다. 이 ‘자카르’가 명사로 쓰이면 생물학적으로 남자를 의미
한다. 동물의 수컷도 자카르라 말한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 형상대로 창
조된 사람이 남자와 여자다. 여기서 남자는 히브리어로 ‘자카르’고 여자는 ‘느케바’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의 남자인 아담이 첫 ‘자카르’였다. 사도 바울은 아담을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했다. 하나님이 감
추어 놓으신 진짜 아담 즉, 둘째 자카르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 심오한 뜻이 있는 자카르가 동사로
쓰이면 ‘기억하다’라는 의미가 된다.
이 단어가 하나님을 주어로 할 때에는 매우 특별한 의미로 쓰인다. 그냥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잊
고 계시다가 갑자기 기억해 낸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카르’는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기억과는 그 뜻이 전혀 다르다. 이 말은 드디어 하나님이 개입할 시간이 되었다는 뜻이다. 하나님이 작
정하신 시간이 되었다는 의미다. 정확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실 때마다 이
단어를 사용했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출애굽기 2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
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당된 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
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
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 2: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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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백성은 칠년 대 기근 때 이집트로 건너왔다. 야곱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칠십 명이었다. 그
런 그들이 이집트에 머문시간이 사백 년이 넘어갔다.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던 파라오도 죽었다. 이
집트는 정변이 일어나 왕조가 바뀌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호적인던 왕조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혹했다. 요셉 때에 최고의 대우를 받고 편안하게 살던 그들은
언제부터인가 종으로 전락했다. 그렇게 한 세대가 가고 또 그 다음 세대가 갔다. 그렇게 사백 년이 넘
게 흘렀다. 생각해 보라. 사백 년이 넘는 시간이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외면
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알다시피 하나님은 단 한 순간도 그들을 잊으신 적이 없다. 한번도 하나
님의 기억 속에 이스라엘이 없었던 적이 없다. 다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들을 인도해 낼 때를 만
들어 가시며 역사에 개입할 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 하나님은 아브리함에게 이렇게 예언하셨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 15:13~14).
이제 그 기한이 찼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실행할 시기가 되었다.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역사 속에 개입할 때가 완벽하게 이른 것이다.
‘자카르’는 하나님의 직접 개입하는 시간이다. 인간들은 어떤 일도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
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자기들이 처한 상황 속에서 그저 신음만 할 뿐 그들 스스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었다. 그야말로 대책없고 무기력한 상태다. 노아 때도 그랬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엄청난 비가 쏟아
졌고 모든 지하수들이 터져 나왔다. 온 땅은 물로 덮였다. 방주에 실려 심판을 면한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들은 물결을 따라 이리 저리 떠돌고 있다. 목적지도 없고 그저 물 위에 떠돌아 다닐
뿐이다. 육지에 사는 모든 생물들이 죽었다. 그들이 방주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도 한계가 있다. 그런
데 그 엄청난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노아와 그의 가족은 물의 높이를 한 치도 줄일 수 없다.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으면 그들 또한 죽은 목숨이다. 이러한 간절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인간이 자신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
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으로 들어온다. 이처럼 인간이 자기 힘으로 어떻
게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회개라 한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
에게 무한한 은혜를 부어주시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신다. 당신은 정말 하나
님의 자녀인가? 정말 당신의 힘으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죄로 인해 죽은 당신을 살리는 놀라운 체험을 했는
가? 혹시라도 아직까지 그런 체험이 없었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 하나님이 은혜로 노아를 구원하
신 것처럼, 당신이 스스로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는 그 순간 하나님은 당신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
어주실 것이다. 그 때가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사 당신의 인생에 개입하는 순간이다. 그때가 당
신이 구원을 체험하는 순간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의 삶에 개입하신 때가 언제인가요? 그 기억하심으로 당신이 구원받
았다는 사실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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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와흐’를 보내시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8:1~5)
(1 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습니다.
()וַיִּ זְכֹּ ר אֱֹלהִּ ים אֶ ת־ ֹֹּ֔נחַ וְ אֵּ ת כָל־הַ חַ יָה וְ אֶ ת־כָל־הַ בְ הֵּ ֹ֔ ָמה אֲשֶ ר ִּאתֹו בַ תֵּ ָבָ֑ה
하나님께서 땅에 바람이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었습니다.
() ַו ַיעֲבֵּ ר אֱֹלהִּ ים רּוחַ עַל־הָ ֹ֔ ָא ֶרץ ַויָשֹּ כּו הַ מָ יִּם
(2 절) 깊은 수면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습니다. ()וַיִּ ּסָ כְ רּו מַ עְ יְ נֹּ ת ְת ֹ֔הֹום ַואֲרֻ בֹּ ת הַ שָ ָ ָ֑מיִּ ם
하늘로부터 비가 그쳤습니다. ()וַיִּ ָכלֵּא הַ גֶשֶ ם ִּמן־הַ שָ מָ יִּ ם
(3 절) 물은 땅에서 점점 다시 돌아갔고, () ַויָשֻ בּו הַ מַ יִּ ם מֵּ עַל הָ אָ ֶרץ הָ לֹוְך ו ָָ֑שֹוב
물은 150 일이 지났을 때 줄어들었습니다. (ּומאַ ת יֹום
ְ ) ַויַחְ ְסרּו הַ ֹ֔ ַמיִּ ם ִּמקְ צֵּ ה ח ֲִּמ ִּשים
(4 절) 방주는 7번째 달, 그 달의 17 일째 되는 날에 아라랏 산 위에 머물렀습니다.
(יעי בְ ִּשבְ עָה־עָשָ ר יֹום לַחָֹּ֑ דֶ ש עַל הָ ֵּרי א ֲָר ָרט
ִּ ֹ֔ ִּ)וַתָ נַח הַ תֵּ בָ ה בַ חֹּ דֶ ש הַ ְשב
(5 절) 물은 10 달 동안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ירי
ָ֑ ִּ )וְ הַ מַ יִּ ם הָ יּו הָ לֹוְך וְ חָ ֹ֔סֹור עַד הַ חֹּ דֶ ש הָ ע ֲִּש
10 번째 달 첫날에는 산 봉우리들이 보였습니다. ()בָ ע ֲִּש ִּירי בְ אֶ חָ ד לַחֹֹּ֔ דֶ ש נִּ ְראּו ָראשֵּ י הֶ הָ ִּרי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늘로부터 쏟아진 물과 지하로부터 뿜어져 나온 물이 온 땅을 뒤덮었다. 이 물을 되돌려야 땅이 다시
드러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이 많은 물을 되돌릴 수 있을까? 성경은 하나님이 바람을 불게 해서 물
을 줄어들게 하셨다고 한다. 사실 이 모든 현상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내기란 불가능하다. 설사 입증한
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런 방법으로 하셨다는 보장도 없다. 창조주 하나님이 물을 없애는 방
법이 고작 인간들이 생각하는 방법 밖에 없겠는가? 그럴 리가 없다. 전 지구적인 엄청난 홍수가 과학
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처럼 그 뒷처리 과정도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까지 밝혀
진 과학으로 설명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 모든 것을 허구라고 섣불리 단정짓지 말았으면 한다. 진짜 어
리석음은 과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의 과학적 지식만으로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을 해석해 내려는 인간의 마음이다. 지식이 많아진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지
않는다. 오히려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부인하기도 한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시 53:1).
하나님은 물을 어떻게 제거하셨는가? 먼저 하나님이 깊은 수면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셨다. 물
이 쏟아지는 원천을 봉쇄하셨다는 말이다. 그리고 땅을 덮고 있는 물 위로 바람을 보내셨다. 그 바람
은 쉬지 않고 수면 위를 불었다. 3절을 보면 물이 땅에서 점점 줄어갔고 150일이 지났을 때 드디어 방
주는 아라랏산에 닿았다. 그리고 열째 달에 여러 산봉우리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은 바람이다. 성경에서 물과 바람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바람은 히
브리어로 ‘루와흐’(ַ)רּוח고 헬라어로는 ‘프뉴마’ (πνεῦμα)다. 성경은 이 두 글자 모두 바람보다는 성령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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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번역한다. 니고데모를 만난 예수님은 이 ‘프뉴마’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거듭남(위로부터 태어남)
에 대해 설명하셨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프뉴마라는 단어를 후세 번역가들은 성령과
바람으로 번역했다. 예수님은 ‘프뉴마’라는 하나의 단어를 사용하셨는데 후세 사람들이 하나는 성령
으로 하나는 바람으로 이해한 것이다. 물론 맞는 해석일 수도 있다. 그 부분을 찾아보자.
“에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
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요 3:5~8).
바람도 ‘프뉴마’요 성령도 ‘프뉴마’다. 창세기 2 장에는 수면 위를 몰아지는 ‘루와흐’를 성령, 즉 하나님
의 영으로 번역했다. 성경에서 언급된 바람을 단순히 기압의 변화에 따라 이동하는 공기로 이해해서
는 안 된다. 어쩌면 창세기 1 장 2 절에서 수면 위를 휘몰아쳤던 그 ‘루와흐’가 지금 홍수 심판으로 온 땅
을 덮고 있는 물 위를 또다시 휘몰아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서 휘몰아쳤던 그 ‘루와흐’를 지금 다시 보내셨다. 이 이후에도 하나님은 그 ‘루
와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보내셨다. 유월절 장자 심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백 년이 넘
는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이집트를 떠날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인, 어린 아이, 여자들, 그리
고 짐승들까지 뒤엉켜 이집트 땅을 벗어나려고 부지런히 걷고 있었다. 바로 그때 이집트왕 바로의 군
대는 병거를 끌고 서슬퍼런 기세로 그들을 턱밑까지 추격해 온다.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낙심하게 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들 앞을 가로 막고 있는 시퍼런 홍해였다. 그야말로 사면초가였다.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다. 모세는
두려움과 원망의 눈초리로 자기만 바라 보고 있는 성난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외친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
만히 있을지어다” (출 14:13~14).
하나님은 ‘루와흐’를 바다로 보내셨다. ‘루와흐’는 밤새 홍해 바닷물 위를 휘몰아쳤다. 바닷물이 물러
갔을 뿐 아니라 바다 아래 뻘마저 말려버렸다. 성경은 바다가 마른 땅이 되었다고 했다 (출 14:21). 그
‘루와흐’를 하나님은 방주에 갇혀 있는 노아를 위해 보내셨다.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 것
도 없다. 그저 기다릴 뿐이다. 물을 보내 심판을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물을 없애는 것도 하나님의
몫이다. 인간의 힘으로 한 컵의 물이라도 되돌려 없앨 수 있을까? 오직 하나님이 구원을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다. 인간은 그저 잠잠히 바라보며 그 모든 걸 은혜로 받을 뿐이다. 이처럼 구
원은 단지 관념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실체다.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일하
시지 않으면 구원은 없다. 십자가의 사역이 그렇고, 성령님의 사역이 그렇다. 우리에게 그 놀라운 구
원을 체험케 하시는 분이 ‘루와흐’다. 당신에게 ‘루와흐’는 어떤 의미인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의 삶에 몰아치는 루와흐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왜 당신에게 루와흐를 보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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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아의 조바심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8:6~12)
(6 절) 40 일이 지났을 때, 노아는 그가 만든 방주의 창문을 열었습니다.
()וַיְ הִּ י ִּמקֵּ ץ אַ ְרבָ עִּ ים יָ֑ ֹום וַיִּ פְ תַ ח ֹֹּ֔נחַ אֶ ת־חַ ּלֹון הַ תֵּ בָ ה אֲשֶ ר עָשָ ה
(7 절) 그는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וַיְ שַ ּלַח אֶ ת־הָ עֹּ ֵּ ָ֑רב
까마귀는 그 땅에 물이 마를 때까지 계속 날아다녔습니다.
() ַויֵּצֵּ א יָצֹוא ו ָֹ֔שֹוב עַד־יְ בֹּשֶ ת הַ מַ יִּ ם מֵּ עַל הָ אָ ֶרץ
(8 절) 그는 그로부터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וַיְ שַ ּלַח אֶ ת־הַ יֹונָה מֵּ ִּא ָ֑תֹו
그 땅 위에 물이 줄어 들었는지 아닌지 보기 위해. ()לִּ ְראֹות הֲקַ ּלּו הַ ֹ֔ ַמיִּ ם מֵּ עַל פְ נֵּי הָ אֲדָ מָ ה
(9 절) 그 비둘기는 그 발바닥을 붙히고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에 있는 노아에게 돌아왔습니다.
(ַף־רגְ לָּה וַתָ שָ ב אֵּ לָיו אֶ ל־הַ תֵּ ֹ֔ ָבה
ַ ) וְ ל ֹּא־מָ צְ אָ ה הַ יֹונָה מָ נֹוחַ לְ כ
왜냐하면 물이 온 땅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כִּ י־מַ יִּם עַל־פְ נֵּי כָל־הָ ָ ָ֑א ֶרץ
노아는 그의 손을 뻗어 비둘기를 잡고, 방주로 그것을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וַיִּ ְשלַח יָדֹו וַיִּקָ חֶֹ֔ הָ ַויָבֵּ א אֹּ תָ ּה אֵּ לָיו אֶ ל־הַ תֵּ בָ ה
(10 절) 그는 다시 7일을 기다렸고, () ַויָחֶ ל ֹ֔עֹוד ִּשבְ עַת י ִָּמים אֲחֵּ ִּ ָ֑רים
다시 그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보냈습니다. ()וַיֹּ סֶ ף שַ ּלַח אֶ ת־הַ יֹונָה ִּמן־הַ תֵּ בָ ה
(11 절) 그 비둘기는 저녁때에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וַתָ ב ֹּא אֵּ לָיו הַ יֹונָה לְ עֵּת ֶֹ֔ע ֶרב
그가 보니 그 비둘기 입에 올리브나무 새 잎사귀가 있었습니다. ( ָעלֵּה־זַיִּ ת טָ ָרף בְ ִּ ָ֑פיה
ֲ )וְ הִּ נֵּה
노아는 그 땅에 물이 줄어든 것을 알았습니다. () ַויֵּדַ ע ֹֹּ֔נחַ כִּ י־קַ ּלּו הַ מַ יִּ ם מֵּ עַל הָ אָ ֶרץ
(12 절) 그는 다시 7일을 기다렸고, ()וַיִּ יָחֶ ל ֹ֔עֹוד ִּשבְ עַת י ִָּמים אֲחֵּ ִּ ָ֑רים
그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וַיְ שַ ּלַח אֶ ת־הַ יֹו ָֹ֔נה
그러나 그 비둘기는 노아에게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וְ ל ֹּא־י ְָספָה שּוב־אֵּ לָיו עֹוד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방주 밖에서는 하나님이 루와흐를 보내셔서 물을 제거하신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동안 노아는 무엇
을 했는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방주 안에 있기만 했었는가? 그렇지 않다. 노아는 밖의 사정이
궁금했다. ‘루와흐’를 보내셔서 잠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이 물을 줄어들게 하고 있지만 노아는 그것
을 감지할 수 없었다.
우리 인간들이 그렇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생각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고 믿고 있지만 여
전히 이 세상에 홀로 던져진 느낌이 들 때가 많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니, 하나님과의 동행이니, 말은
쉽게 하지만 실제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것을 경험하며 살고 있을까? 사방으로 욱여쌈을
당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조차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기란 쉽지 않다. 삶의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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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술 풀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쉽게 믿어진다. 하지만 삶이 엉망이 되어 엉킨 실타래처럼 어디
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엄두가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노아도 마찬가지다. 방주를 준비하라고 해서 수십 년을 방주를 만들며 살았다. 그리고 방주가 완성되
자 자기 가족들과 짐승들과 함께 방주에 타라고 해서 방주에 올랐다. 만약을 대비해서 식량도 잔뜩 준
비한 상태였다. 그들이 방주에 오르자 하나님은 밖에서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셨다. 아마도 밖에서 그
들을 조롱하는 소리가 들렸을 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방주 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나무 조
각을 만들어 조각과 조각사이를 역청으로 발라 그야말로 물샐 틈 없게 만들었다. 물이 새지 않으니 빛
이 들어올 리 만무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방주 위로 후두둑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폭우가 쏟아졌다. 땅에서는 지하수가 터져 나왔다. 넘쳐나는 물 때문에 방주가 위로 솟구쳤다. 한참을
요동치던 방주는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비는 그치지 않았다. 사십 일을 밤낮으로 비가 내렸다.
그러더니 어는 순간 비가 잦아들더니 마침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천지가 쥐죽은 듯이 조용했
다. 잠시 후 휘몰아치는 폭풍 소리가 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루와흐’’다. 폭풍은 이리저리 휘몰아치
며 물을 조금씩 없애기 시작했다. 폭풍이 부는대로 방주는 이리저리 떠돌아 다녔을 것이다. 때론 제자
리에서 맴도는 듯 하다가 때론 감당할 수 없는 속도로 어딘가로 돌진해갔다.
만약 당신이 노아라면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는가? 하나님이 자기 가족을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
해하고 있었을까? 아니면 두려움과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날도 개고 ‘루와흐’도 잦
아들었다. 노아는 슬그머니 방주 위로 올라가 창을 열었다. 방주 밖 사정이 참으로 궁금했을 것이다.
이런 호기심은 인간이라며 당연한 것 아닌가?
그는 까마귀를 한 마리 가져와 밖으로 내어 보냈다. 그런데 그 까마귀는 물이 마를 때까지 계속 날아
갔다 돌아오기를 반복하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돌아오지 않았다. 까마귀가 돌아오기까지 그가 얼마
를 인내하며 기다렸는지는 알 수 없다. 하루 이틀, 아니 더 많은 시간들이 흘렀을지 모른다. 하지만 까
마귀가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은 물이 어느 정도 말라 먼 곳 어딘가에는 까마귀가 쉴 수 있는 곳이 있
다는 뜻이다. 노아는 물이 빠지고 있다는 생각에 기뻐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생각보다 물이 빨리 빠지
고 있지 않아 답답해 했을 지도 모른다. 까마귀를 내보낸 지 얼마가 흘렀는지 모른다. 이번에는 비둘
기를 내어 보냈다. 비둘기는 이리저리 다니다 자신이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자 되돌아 왔다. 노아는 그
비둘기를 안으로 들였다. 비둘기를 안고 안으로 들어 온 노아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언제까지 기다
려야 하나? 하나님은 말씀이 없다. 기약없는 기다림이 계속되고 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참으로 무심하신 것같다. 그냥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루와흐’를 보내어 물을 없애
고 있으니 조금만 참으라고 알려주시면 될텐데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침묵하시지만
묵묵히 자기 일을 하셨다. 우리들의 신앙 생활이 그렇다. 기다리는 동안은 힘들고 지쳐서 하나님이 야
속할 때도 있다. 하지만 모든 일이 다 끝나면 그때 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눈에 보
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모든 상황을 장악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계신다. 다만 우리가 감지하지
못할 뿐이다. 생각해 보라. 홍수 심판도 하나님이 하셨다. 당연히 이를 수습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인생이 강도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가? 어쩌면 강도 맞아
절망하고 쓰러져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 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고 불평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고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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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늦게나마 깨닫는 것도 다행이다. 늘 투덜대고 원망하고 더 좋은 것을 달라고 졸라대는 초보적 신앙에
서 벗어났다는 증거이니 말이다.
첫 번째 비둘기가 빈손으로 돌아 왔다. 노아는 칠일을 더 기다렸다. 다시 비둘기를 내어 보냈다. 그런
데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다. 그의 입에 올리브 나뭇잎이 물려 있었다. 노아는 물이 굉장히 많이 줄
어들었다는 사실을 알았다. 하지만 아직도 방주에서 내릴 시간은 아니다. 아직 하나님이 아무 말씀이
없으시기 때문이다. 노아는 다시 일주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보냈다. 마침내 비둘기는 돌아오지
않았다.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 것은 물이 거의 다 말랐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의 반응에
대해 철저하게 침묵한다. 아마도 노아는 마음속으로 흥분했을 지도 모른다. 소리를 지르며 가족들에
게 알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덩실덩실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을 지도 모른다. 드디어 방주에서 내
린다니 말이다. 돌아오지 않는 까마귀를 보며 희망을 갖게 되고 돌아오지 않는 비둘기를 보며 너무나
기뻐한다. 노아는 여전히 방주 안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 눈으로 그 사실을 확인하지
는 못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고 있다. 그것이 신앙이다. 현재 상황이 너무도 힘들어 그
냥 피하고 싶을 때도 있다.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실수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불투명한 미래를 두
려워하고 다음날 아침 눈뜨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겠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심해본 적은 없습니까? 언제 그런 생각이 드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
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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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주 밖으로 나오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8:13~19)
(13 절) 601년 첫째 달, 그 달의 첫 날에 물이 땅에서 말랐습니다.
()וַיְ הִּ י בְ אַ חַ ת וְ שֵּ ש־מֵּ אֹות שָ נָה בָ ִּראשֹון בְ אֶ חָ ד לַחֹֹּ֔ דֶ ש חָ ְרבּו הַ מַ יִּ ם מֵּ עַל הָ ָ ָ֑א ֶרץ
노아가 방주의 뚜껑을 치우고 보니, 그 땅 바닥이 말랐습니다.
(ת־מכְ סֵּ ה הַ תֵּ ֹ֔ ָבה ַוי ְַרא וְ הִּ נֵּה חָ ְרבּו פְ נֵּי הָ אֲדָ מָ ה
ִּ ֶ) ַויָסַ ר נֹּ חַ א
(14 절) 둘째 달, 그 달 27 일에 땅이 말랐습니다. (ֶש ִּרים יֹום לַחָֹּ֑ דֶ ש יָבְ שָ ה הָ אָ ֶרץ
ְ )ּובַ חֹּ דֶ ש הַ שֵּ ֹ֔ ִּני בְ ִּשבְ עָה וְ ע
(15 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וַיְ דַ בֵּ ר אֱֹלהִּ ים אֶ ל־נֹּ חַ לֵּאמֹּ ר
(16절) 방주에서 나와라, ()צֵּ א ִּמן־הַ תֵּ ָבָ֑ה
너와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너와 함께 있는 네 아들들의 아내들은.
()אַ תָ ה וְ ִּא ְש ְתָך ּובָ נֶיָך ּונְ שֵּ י־בָ נֶיָך ִּאתָ ְך
(17 절)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육체를 가진 생물들, 새와 가축과 땅의 기는 모든 것을
(ר־א ְתָך ִּמכָל־בָ שָ ר בָ עֹוף ּובַ בְ הֵּ מָ ה ּובְ כָל־הָ ֶרמֶ ש הָ רֹּ מֵּ ש עַל־הָ אָ ֶרץ
ִּ ֶ) כָל־הַ חַ יָה אֲש
너와 함께 데리고 나와라. ()הַ יְ צֵּ א ִּא ָ ָ֑תְך
그들이 이 땅에서 다니고, ()וְ שָ ְרצּו בָ ֹ֔ ָא ֶרץ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할 것이다. ()ּופָרּו וְ ָרבּו עַל־הָ אָ ֶרץ
(18 절) 노아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 ַא־נח
ֹּ ָ֑ ֵּ) ַויֵּצ
그리고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그의 아들들의 아내들이
(나왔습니다). ()ּובָ נָיו וְ ִּא ְשתֹו ּונְ שֵּ י־בָ נָיו ִּאתֹו
(19 절) 모든 생물, 모든 기는 것, 모든 새, 그리고 땅에 움직이는 모든 것이
()כָל־הַ חַ יָה כָל־הָ ֶרמֶ ש וְ כָל־הָ ֹ֔עֹוף כֹּ ל רֹומֵּ ש עַל־הָ ָ ָ֑א ֶרץ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לְ ִּמ ְשפְ חֹּ תֵּ יהֶֹ֔ ם יָצְ אּו ִּמן־הַ תֵּ בָ 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드디어 방주의 문이 열리고 방주에 타고 있던 사람들, 동물들, 새들이 방주밖으로 나왔다. 노아가 방
주로 들어가고 홍수 심판이 시작된 날은 정확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제 17일이었다. 드디어
그가 방주에서 나왔다. 노아 나이 601세 2개월 27일이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한 살을 더 먹었다. 정
확하게 말하면 홍수 심판은 일년을 꼬박 채우고도 10일이 걸렸고 그 기간 동안 노아는 방주에 있었다.
방주 안에서의 삶은 초인적인 인내심을 요구했을 것이다. 처음 방주에 오를 때는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되었다는 기쁨, 안심, 감사로 충만했을 것이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시달렸을 수도 있다. 어쩌면 노아 가족들은 바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초초해하며 불
안해 했을 지도 모른다. 외부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방주 안의 삶을 참된 안식과 평안과 자유라는 단
어로 설명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믿음이 출중한 사람들일 지도 모른다. 아마도 일반적인 크리스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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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1년이 넘는 방주 안에서의 시간은 고난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은 구원에 있어서 필
수적으로 겪어야만 하는 인내의 과정인 것이다.
드디어 땅이 말랐다. 땅이 말랐다는 말은 그냥 물이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다. 물기가 완전히 제거되어
먼지가 날 정도로 완벽하게 말랐다는 말이다. 물이 더 이상 땅 위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은 심판의 도
구를 완전히 치우셨다. 노아는 마른 땅에서 방주에 탔고 마른 땅에 발을 디디며 방주에서 내렸다.
방주에서 내릴 때 노아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노아는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평정심을 찾았을까? 죽
지 않고 살아있음에 너무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했을까? 모르긴 해도 그런 가정은 너무 낭만적
이다. 전혀 그렇지 않았을 것이다. 생각해 보라. 홍수가 휩쓸고 간 잔해물들을 본적이 있는가? 노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죽었다. 여기 저기 썩은 시신들이 널려 있었을지도 모른다. 여기저기 나뭇가지
들이 널려 있고, 어디서 밀려왔는지 모를 쓰레기들이 널부러져 있었을지도 모른다. 노아가 내린 땅은
이전에 살던 그 땅이 아니다. 아담이 살던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운 곳이 아니라 오히려 폐허에 가까웠
을 것이다. 하나님이 모든 쓰레기들을 치우고 살기 좋은 옥토로 노아와 그의 가족을 인도했을 거라고
지레 짐작하지 말았으면 한다. 그건 단지 우리의 소망일 뿐이다. 살아남은 것은 살아남은 것이고 현실
은 현실이다. 방주에서 내린 노아가 마주한 현실은 방주에 올라타기 전의 현실보다 더 비참하고 가혹
했을 수도 있다. 우리는 여기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비밀을 배워야 한다.
구원은 낭만스러운 파라다이스로의 이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 펼쳐지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뭔가 살림살이도 나아지
고,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아이들도 잘될 줄 알았는데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찌하
겠는가? 행복하기는커녕 삶이 점점 더 불행의 늪으로 떨어진다면 어찌하겠는가?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삶이 낭만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 16:24).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예수님 일행이 빌립보 가이샤랴 지방을 지나게 된다. 예
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신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이 질문에
각자 들은 대로 이야기했다. 그러자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직접 물으신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
냐?” 질문이 끝나기가 무섭게 베드로가 나섰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다.” 이 베드로의 고백 속에 구원의 의미가 들어있다. 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베드로는 대답만 그
렇게 했을 뿐이지 그의 신앙은 여전히 세상적이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 받고 죽임 당
할 것과 삼일만에 부활할 것을 말하자 이번에도 베드로가 나섰다. 예수님을 붙잡고는 절대로 그런 일
은 일어나지 않을거라고 예수님을 꾸짖기까지 할 정도였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 받는 것이 싫었
다. 그냥 예수님과 이 땅에서 오랫동안 같이 하면서 그가 생각한 모든 영광을 누리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하며, 삼일만에 반드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이 없으면 구원도 없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정결하게 되었고 그분의 부활에 연합하여 의롭게 된 자
들이다.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이제 그에 걸맞는 길을 걸어가야 하는 시작점
에 선 자들다. 그 길은 이전의 길과는 전혀 다르다. 각자의 의지대로 살아가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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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해 놓은 길을 걷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그 길이 결코 낭만적인 길이 아니라고 하신다. 그 길은 고
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노아가 방주에서 내렸다. 그의 눈 앞에 펼져진 세상은 그야말로 황무지다. 이제 그는 땀흘려 홍수의 잔
해를 치우고 밭을 개간하여 포도 나무도 심어야 한다. 채소들도 다시 재배해야 하며, 모든 먹을 것도
손수 준비해야 한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자기 손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그렇다고 하나
님은 그에게 쟁기로 잘 다듬어진 밭을 주시지도 않았고 각종 병충해에 강한 우량한 종자를 주시지도
않았다. 심지어 농작물 재배법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 이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전적으로 노
아 가족의 몫이다. 구원받은 자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할 삶이 그렇다. 힘들어서 때론 모든 것을 그
만두고 싶은 심정이 들때도 있다. 감당하기 힘든 가슴아픈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조차 부인하고
픈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이런 감정들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런 것이다. 하
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현해 나가신다.
그렇기에 지금의 고난도 언젠간 그것이 은혜요 축복임을 깨닫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방주에서 내리는 노아의 눈에 비친 세상을 어땠을까요? 구원받은 후 당신의 눈에 비친 세상은 어떠
합니까? 이 세상에서 당신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 생각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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