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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람의 훈련이 시작되다 (주일)
오늘의 본문 (창12:9 - 13:1)
(9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

(20절)

아브람이 나와서 행하였습니다. ()וַיִּ קְ ָרא בְ שֵׁ ם יְ הוָה
그리고 그가 네게브(남쪽지방)로 갔습니다. ()וְ נָסֹו ַע הַ נֶּגְ בָ ה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וַיְ הִּ י ָרעָב בָ אָ ֶּרץ
아브람이 잠시 그곳에 거주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 갔습니다. () ַוי ֵֶּׁרד אַ בְ ָרם ִּמצְ ַריְ מָ ה לָגּור שָ ם
왜냐하면 그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כִּ י־כָבֵׁ ד הָ ָרעָב בָ אָ ֶּרץ
그가 이집트로 들어갈 무렵에 이 일이 일어 났습니다. ()וַיְ הִּ י ַכאֲשֶּ ר הִּ קְ ִּריב לָבֹוא ִּמצְ ָריְ מָ ה
그가 그의 아내 사래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 ַוי ֹּאמֶּ ר אֶּ ל־שָ ַרי ִּא ְשּתֹו
“보라, 당신은 내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이라. ()הִּ נֵׁה־נָא יָדַ עְ ִּּתי כִּ י ִּאשָ ה יְ פַת־מַ ְראֶּ ה אָ ְּת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는 그의 아내라 말하고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다.
() וְ הָ יָה כִּ י־יִּ ְראּו אֹּ תָ ְך הַ ִּמצְ ִּרים וְ אָ ְמרּו ִּא ְשּתֹו ז ֹּאת וְ הָ ְרגּו אֹּ ִּתי וְ אֹּ תָ ְך יְ חַ יּו
원하건데 당신이 나의 여동생이라고 말하여 달라 () ִּא ְמ ִּרי־נָא אֲחֹּ ִּתי אָ ְּת
너로 인하여 내가 잘되도록 (ֲבּורְך
ֵׁ )לְ מַ עַן יִּ יטַ ב־לִּ י בַ ע
당신 덕분에 나의 영혼(목숨)이 살도록 ()וְ חָ יְ תָ ה נַפְ ִּשי בִּ גְ ָללְֵׁך
아브람이 이집트에 들어 갔을 때 이 일이 일어 났습니다. ()וַיְ הִּ י כְ בֹוא אַ בְ ָרם ִּמצְ ָריְ מָ ה
이집트 사람들이 그여인을 보았습니다. ()וַיִּ ְראּו הַ ִּמצְ ִּרים אֶּ ת־הָ ִּאשָ ה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왔기 때문에 ()כִּ י־ ָיפָה הִּ וא ְמאֹּ ד
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았습니다. ()וַיִּ ְראּו אֹּ תָ ּה שָ ֵׁרי פ ְַרעֹּ ה
그리고 바로에게 그녀를 칭송하였습니다. ()וַיְ הַ לְ לּו אֹּ תָ ּה אֶּ ל־פ ְַרעֹּ ה
그리고 그녀가 바로의 집으로 취함을 받아 들어갔습니다. ()וַּתֻּ קַ ח הָ ִּאשָ ה בֵׁ ית פ ְַרעֹּ ה
[바로가] 그녀를 인하여 아브람을 좋게 대하였습니다. (ֲבּורּה
ָ יטיב בַ ע
ִּ ֵׁ)ּולְ אַ בְ ָרם ה
아브람이 양과 소와 숫 당나귀와 남종과 여종과 암 당나귀와 낙타들이 많았습니다.
(ּושפָחֹּ ת ַואֲתֹּ נֹּ ת ּוגְ מַ לִּ ים
ְ ) וַיְ הִּ י־לֹו צ ֹּאן־ּובָ קָ ר ַוחֲמֹּ ִּרים ַועֲבָ ִּדים
그러나 여호와께서 엄청난재앙으로 바로와 그의 집을 쳤습니다.
()וַיְ ַנגַע יְ הוָה אֶּ ת־פ ְַרעֹּ ה נְ גָעִּ ים גְ דֹּ לִּ ים וְ אֶּ ת־בֵׁ יתֹו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일 때문에 (ַל־דבַ ר שָ ַרי אֵׁ שֶּ ת אַ בְ ָרם
ְ )ע
그래서 바로가 아브람을 불렀습니다. ()וַיִּ קְ ָרא פ ְַרעֹּ ה לְ אַ בְ ָרם
그가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שיתָ לִּ י
ִּ )וַי ֹּאמֶּ ר מַ ה־ז ֹּאת ע
당신이 왜 그 여인이 당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느냐?
()לָמָ ה ל ֹּא־הִּ ג ְַדּתָ לִּ י כִּ י ִּא ְש ְּתָך הִּ וא
왜 당신이 그녀를 여동생이라고 말하여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 לָמָ ה אָ מַ ְרּתָ אֲחֹּ ִּתי הִּ וא וָאֶּ קַ ח אֹּ תָ ּה לִּ י לְ ִּאשָ ה
지금 보라, 당신의 아내를 데리고 가라. ()וְ עַּתָ ה הִּ נֵׁה ִּא ְש ְּתָך קַ ח ָולְֵׁך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령하였습니다. ()וַיְ צַ ו ָעלָיו פ ְַרעֹּ ה ֲאנ ִָּשים
사람들이 그 (아브람)와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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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ת־א ְשּתֹו וְ אֶּ ת־כָל־אֲשֶּ ר־לֹו
ִּ ֶּ)וַיְ שַ לְ חּו אֹּ תֹו וְ א
(13:1절) 아브람이 이집트로부터 나와 그와 그의 아내와 그에 속한 모든 것과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
갔습니다. () ַו ַיעַל אַ בְ ָרם ִּמ ִּמצְ ַריִּ ם הּוא וְ ִּא ְשּתֹו וְ כָל־אֲשֶּ ר־לֹו וְ לֹוט עִּ מֹו הַ נֶּגְ בָ 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람이 네게브로 내려갔다. 그런데 그는 네게브에서도 얼마 머물지 못했다. 극심한 기근 때문이다.
그는 물과 양식이 풍부한 이집트로 거처를 옮긴다. 그는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가 잠시 동안 거기
머물기로 작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아내 사래였다. 아마도 사래는 매우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모양이
다. 이집트 에 다다를 무렵 아브람은 슬슬 겁이 나기 시작했다. 아내 사래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집트 사
람들이 가만 놔두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는 꾀를 내었다. 사래를 누이라고 속이기로
하고 아내 사래에게도 협조를 부탁했다. 사래는 별로 내키지 않았지만 아마도 남편 아브라함을 위해
그러기로 한 것 같다. 그런데 우려하던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이집트 사람들이 사래를 보고는 눈이
휘둥그래졌다. 북쪽에서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왔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바로가 있는 궁에까지 퍼졌고
그 말을 들은 이집트 신하들이 사래를 보러 왔다. 그들은 즉각 이집트의 왕 바로에게 자기들이 본 대로
사래에 대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바로는 오라비인 아브람에게 사례비를 지불하고 사래를 자
신의 궁으로 끌어들였다. 아브람이 받은 대가는 엄청났다. 그는 막대한 재물과 함께 융숭한 대접을 받
았지만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 갔을 것이다. 하지만 상대는 막강한 이집트의 왕 바로다. 아브람은 속
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바로 그 때 이 광경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
셨다. 하나님은 바로와 그 집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셨다. 바로는 아브람을 불러서 자신을 속인 것을 나
무라고는 당장 이집트에서 떠나라고 명령하였다. 바로와 사래의 결혼은 이렇게 파탄이 났고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쫒겨났다. 잠시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갔던 아브람은 다시 네게브로 돌아와야 했다. 그런
데 더 놀라운 사실은 기근을 피해 이집트에 들어갔었는데 돌아올 때는 바로에게서 받은 엄청난 재물을
갖고 풍족하게 올라왔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의 구조는 히브리 문학의 전형을 따르고 있다. 아브람 일행이 네게브에서 이집트로, 다시 이
집트에서 네게브로 이동하는 것을 액자의 틀로 하는 일련의 이야기다. 헬라어 카이(X)와 같은 구조로
이야기가 배열되어 있다고 해서 카이아즘 구조 (Chiasm Structure, 우리말로는 교차 배열 구조)라고 한다.
A: 아브람이 기근으로 인해 네게브에서 애굽으로 내려감 (12:9-10)
B: 아브람이 자기를 위해 사라에게 여동생이라고 말해 달라고 부탁함 (12:11-13)
C: 애굽왕 바로가 사래를 자신에게 준 대가로 아브람을 극진히 대함 (12:14-16)
D: 하나님이 사래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심 (12:17)
C: 바로가 사래를 누이라고 속여 아내로 삼게한 것에 대해 아브람을 질책함 (12:18)
B: 바로가 자기를 위해 아브람에게 사래를 데리고 이집트를 나가달라고 부탁함 (12:19)
A: 아브람 일행이 소유가 풍부하게 되어 네게브로 올라옴 (12:20-13:1)
이 교차 배열 구조의 중간에 위치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아브람을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관한
것이다. 언약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신 일을 중심으로 앞뒤에 인간인 아브람과 바로가 한
행동이 배치되어 있다. 결국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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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브람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드는가? 비겁하고 부도덕하며, 심지어 사기
꾼 같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는가? 이런 아브람을 십분 이해한다고 해도 어떻게 이런 심약한 사람을 믿
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는지 오히려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되지 않는가? 하지만 이런 질
문에 답하기에 앞서 성경은 왜 이런 나약하고 비겁한 일을 가감없이 기록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 같은 일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다. 나중에 그랄 땅에서도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
아브람이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삭을 낳을 때까지 25년의 기간 동안 아브람에 대한 에피소드는
대략 열 개 정도다. 성경은 그 25년의 삶에 일어난 수많은 사건 중에서 단지 열 개 정도의 이야기만을 기
록하고 있다. 그 중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외간 남자에게 팔아 넘긴 사건이 두 번이나 된다. 게다가
그 일이 일어난 시점도 마치 액자의 틀처럼 가나안에 도착해서 부르심의 삶을 막 시작하던 때와 이삭
을 낳기 바로 직전이다. 시점도 그렇고 똑 같은 일을 두 번씩이나 겪은 것도 그렇다. 그리고 성경이 그 두
사건을 전부 다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그렇다. 뭔가 특별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성경에서 같은 사
건이 두 번이나 반복되고 또 그 일을 가감없이 기록했다는 것은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사건임을 의
미한다. 특별히 이 사건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데다가 그 이야기 속에 하나님의 중대한 계
시가 들어 있는 에피소드다.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아브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오
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려 한다. 도대체 그게 뭘까?
그것에 관해 살펴보기 전에 성경을 읽을 때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에
게 도덕적 교훈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단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말씀에는 그보다 더 중요
한 깊은 뜻이 있다. 그래서 독자들은 성경에서 도덕이나 삶의 교훈을 넘어서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해야 한다. 그 깊은 내용을 깨닫고 나면 아브람의 삶이 단지 한 개인의 삶의 이야기가 아니
라 그 속에 믿는 자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생생하게 담겨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다. 극심한 기근에 아브람은 매우 두려웠다. 언제나 물이 풍족했던 메소포타미
아에 살던 그에게 가뭄은 곧 죽음과 같은 두려움을 주었을 것이다. 그에게 가뭄을 이길 수 있는 지혜 따
윈 없었다. 그리고 아브람에게 인내를 기대하는 것 역시나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그는 한 번도 이런 일
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그는 가깝고도 물이 풍부한 곳으로 옮겨 가려 했고 그곳이 이집트였다. 이
집트는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 가득찬 곳이었기에 아브람이 기근을 피해 갈 수 있는 최적지였다.
그런데 이 기근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 아브람의 삶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연히 그 땅에
기근이 온 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아브람은 하나님에게 제대로 걸린 셈이다. 하나
님은 그에게 많은 민족, 땅, 복의 근원을 약속하셨다. 하지만 아브람은 언약은 뒷전이고 당장 눈 앞에 닥
친 기근을 피하는 데만 급급했다. 그는 늘 그래왔듯이 하나님보다 자기 지혜를 더 믿었다. 하지만 하나
님은 친히 언약하시고 그것을 기억하시며 신실하게 이루어가신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은 왜 아브람을 기근에 처하게 했을까요? 반드시 그래야 할 이유가 있었다면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에게 닥친 고난도 이유가 있는 게 아닐까요? 당신은 그 이유를 알게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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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람이 꾀를 내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12:9 - 13:1)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람은 네게브를 떠나 이집트로 향했다. 네게브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은 두 갈래다. 서쪽 지중
해 해안길을 따라 내려가거나 시내 광야 서북쪽에 있는 수르길을 따라 내려 가는 길 두 개다. 분명 둘 중
하나를 택해 이집트로 갔을 것이다. 그의 곁에는 아내 사래와 조카 롯, 하란에서 데리고 온 하인들, 각종
가축들과 함께 길을 나섰을 것이다. 네게브의 중심지였던 브엘세바에서 당시 바로의 왕궁이 있던 이집
트의 수도 멤피스까지는 족히 사나흘이 걸렸을 것이다.
브엘세바에서 하룻길 정도 이집트를 따라 내려 오다 보면 이집트와 팔레스틴을 가르는 강이 하나 나온
다. 건기에는 물이 하나도 없고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전형적인 와디다. 이집트강이라 부르는 이곳이
팔레스틴과 이집트를 가르는 경계선이다. 아브람이 이집트로 들어갈 무렵, 아마도 이 강을 건너기 직
전에 아브람이 사래를 향해이렇게 말한다.
“보시오. 당신은 내가 보기에도 참 아름다운 여인이요.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면 ‘이 여인은 그의
아내라’라고 말하고 나를 죽일 것이고 당신은 살려 둘 것이요. 그러니 원컨데 당신이 나의 여동생이라
고 말하여 주시오. 내가 당신 덕분에 잘되고 당신 덕분에 목숨을 건질 수 있도록 말이요.” (11절 하반절
~13절 의역).
아브람은 이집트로 내려 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문득 이런 상상을 해본다. 아마도 처음엔 아리따
운 아내 걱정을 했을 것이다. 그러다가 정작 문제는 아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데 생각이 미쳤을
것이다. 이집트를 향해 걷는 동안 그의 머리 속은 매우 복잡했다.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다 문득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하지만 그 아이디어를 사래에게 말하는 게 쉽지는 않았다.
걷는 내내 기회를 잡아보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했을 것이다. 마침내 애굽 국경에 다다랐다. 이제는 말
해야 한다. 아브람은 용기를 내었다. 가까스로 입술을 움직여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럴 리는 없겠
지만 만에 하나 이런 일이 생긴다면 말이지…” 가만히 듣고만 있던 아내 사래는 아무 말이 없다.
이쯤에서 아마도 슬금슬금 화가 치미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특히나 여자분들이 더 그럴 것이다. 뭐 이
런 비겁한 남편이 있나 싶기도 할 게다. 하지만 이제부터 작심하고 이런 아브람을 변호할 작정이다. 누
가 뭐라든 성경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 않는가! 성경에는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런 상상은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 그 당시의 혼인 관습에 비추어 보면 아브람이 생각한 아이디어는 제
법 그럴 듯한 작전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아브람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오려면 신랑은 신부 집에 엄청난 비용을 지
불해야 했다. 실제로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오기 위해 아브라함은 각종 은금 패물을 준비했고
그 가족들에게도 상당한 재물을 주었다 (창 24:53). 그 뿐인가?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외삼촌 라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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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머슴처럼 7년을 일해야 했다. 라헬을 신부로 맞아들이기 위해 들어간 비용이 자그마치 야곱의 7
년치 연봉인 셈이었다. 그런데 외삼촌이 라헬 대신에 레아를 아내로 주는 바람에 야곱은 다시 7년을 중
노동을 해야 했다. 레아와 라헬 둘을 얻는데 무려 14년을 봉사해야 했다. 다시 아브람의 이야기로 돌아
가 보자. 이런 풍습을 고려해 볼 때, 아마도 아브람은 사래를 누이라 속인 후에 누군가 사래를 탐하는 자
에게는 신부의 가족에게 주는 혼례 비용을 빌미삼아 위기를 모면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을 수도 있다.
신부의 오빠이니 당연히 사래를 신부로 들이기를 원하는 남자를 상대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높은
비용을 요구해서 상대를 제압하려고 했던 게 아닐까? 아마도 이런 기막힌 꾀를 생각해낸 아브람은 자
신의 무릎을 치며 기뻐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너무 흥분해서 사래에게 조르르 달려가서는 이렇게 말
하지 않았을까?
“여보. 우리 모두가 다 살 수 있는 기막힌 아이디어가 생각났어. 당신이 일단 내 여동생이 되는 거야. 그
리고 당신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오빠라고 해서 협상에 나서서 몸값을 완전 높게 부르는 거지.
누가 감당이나 할 수 있겠어?”
적어도 아브람이 아내 사래를 진정으로 사랑한 남자라면, 그리고 아브람이 아내를 방패막이로 삼아 자
기 목숨이나 지키고자 하는 찌질이 같은 사내가 아니라면 당연히 그랬을 것이다. 거기에 더해 그가 적
어도 하나님의 언약을 손톱만큼이라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분명 나름대로 복안을 준비해 두고
있지 않았을까? 설사 그 복안대로 일이 성사되지 않을 지라도 말이다.
하지만 아무리 아브람을 변호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변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 하나가 있다. 바로 하나
님의 일방적 언약이다. 아브람이 왜 갈대아 우르를 떠났는가? 그가 왜 아버지와 헤어져 가나안으로 가
야만 했는가? 그가 왜 낮선 가나안에 와서 네게브까지 오게 되었으며, 그가 왜 살기 위해 이집트 땅까지
와야 했는가? 근원을 하나하나 찾아 올라가다 보면 그 끝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이 있다. 하나님이
그를 불렀고, 가나안으로 인도했고, 지금도 하나님이 그를 이집트로 가게 하신 것이다. 이 말은 그를 향
한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된 적이 없고 항상 유효하다는 뜻이다. 따라서 그의 목숨을 보존하는 것은 아
브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었다. 그 누구도 아닌 아브람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다. 그런데 아브람은 스스로 생각했고 그가 찾아낸 방법을 신뢰했을 것이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다고 우리 삶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삶
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며,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할 때도 때론 삶이 엉망이 될 때가
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해서든 자기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짜내어 돌이켜 보려고 애
쓰지 않는가? 또는 그러다가 일이 더 엉망이 되는 경험을 한 적은 없는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다. 인생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 가는가? 아니면 모든 아이디어를 총동원해서 그 난국을 타개하려고 애를 쓰
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살면서 늘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따릅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각에 더 의지합니까?
당신의 생각대로 하다가 도리어 낭패를 겪은 적이 있나요?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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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망이 된 아브람의 계획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12:9 - 13:1)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람의 예측은 적중했다. 우려했던 일이 마침내 일어나고야 말았다. 이집트 사람들이 사래에게 관심
을 갖고 슬금슬금 쳐다보기 시작했다. 이집트 남자들이 사래의 미모에 반했다. 사래에 대한 소문은 삽
시간에 도성 곳곳으로 퍼져 나갔고 급기야는 이집트 바로왕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기 위해 나왔다. 소
문대로 사래는 너무 아름다웠고, 왕의 마음을 사려는 그들은 앞다투어 사래를 바로에게 바치려고 했
다. 그들은 바로에게 이 상황을 보고했고 바로는 즉시 사래를 궁으로 들이도록 지시했다.
아브람의 예측은 정확했지만 그의 계획대로 일이 돌아가지는 않았다. 아브람의 계획은 이집트 사람들
이 사래를 아내로 달라고 하면 협상을 할 요량이었다. 신부에 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부
른 후 이를 빌미로 사래와 자기 자신의 신변 안전을 꾀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아브람의 계획은 보기 좋
게 빗나가고 말았다. 사래를 신부로 데려 가겠다는 자가 이집트의 일반 백성들이나 귀족이 아닌 이집
트의 왕 바로였기 때문이다. 바로는 이집트 내에서 어떠한 비용 협상도 없이 신부를 데려 올 수 있는 유
일한 사람이었다. 당연히 신부를 데려오는 데 필요한 혼인 비용도 바로의 마음에 달려 있었다. 아브람
은 속수무책으로 보고만 있을 수 밖에 없었다.
바로는 사래를 신부로 데려오는 대가로 처남(?)이자 대리인인 아브람에게 매우 후한 대접을 했다. 아브
람에게 엄청나게 많은 양과 소와 당나귀와 남종과 여종과 낙타들을 주었다. 바로는 사래를 데려 오기
위해 어마어마한 비용을 지불했고 졸지에 아브람은 아내를 팔아 부자가 되었다. 아브람은 자신이 원한
대로 목숨을 부지하긴 했지만 그 대가로 사랑하는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아브람은 아마도 엄청난 충격에 빠졌을 것이다. 이미 아내는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다. 아내를 빼앗긴
이런 상황에서 그 몸값으로 받은 엄청난 재물이 그에게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성경은 아브람의 심리
상태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엄청난 자괴감에 빠진 아브람을 향해
‘자업자득’이니 ‘인과응보’니 하며 손가락질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아브람이라면 과연 어
땠을 것 같은가? 지금의 아브람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믿음을 기대할 수 있을까? 사실 아브
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고향을 떠났고, 아버지와 헤어져 가나안에까지 오긴 했지만 여전히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그 삶을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다. 요즈음 말로 하면 초신자인 셈이다. 지금처럼
성경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책을 통해 깨달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세세
하게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신 것도 아니다. 그저 밑도 끝도 없이 아브람을 불러 가나안 땅으로 데리
고 오신 것이다. 게다가 가나안에 도착해서는 좋은 환경과 세심한 배려 속에서 언약을 성취해 갈 사람
으로 차근차근 훈련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나안에 오자마자 심한 기근부터 주신 것이다. 제대로된
훈련 한 번 해보지 않고 실전 배치된 꼴이다. 게다가 상대는 초대형 허리케인 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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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아브람에게 어떻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아브람이라면 어떻게 대
응했겠는가? 완벽할 것 같았던 계획은 한 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고 아브람은 절망에 빠졌다. 그런데 이
광경을 처음부터 지켜보던 분이계셨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아브람은 그 순간 하나님의 약속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절망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아브람과의 언약을 잊은 적이 없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아직 아브람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원
래부터 사래를 통해 아들을 주실 계획이셨다. 그러나 이런 계획을 알 리 없는 아브람은 두려움에 떨었
을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사래가 바로와 동침하기 전에 개입하셔야 했다.
바로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사래를 신부로 맞았다. 신부를 데리고 오는 대가도 두둑히 지불했다. 아
름다운 신부를 맞이하게 된 바로는 매우 기분이 좋았을 것이다. 하지만 사래는 어땠겠는가? 아마도 황
망하고도 절망적인 상황에서 남편인 아브람을 원망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두려움으로 겁에 질려
있던 그 시간에 뜻 밖의 일이 일어났다. 절묘한 타이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와 그 집에 엄청난
재양을 내리신 것이다. 그 재앙으로 이집트의 왕궁은 발칵 뒤집혔다. 바로는 너무도 당황스러웠을 것
이다. 사실 바로가 잘못한 것은 아무 것도 없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사래를 아내로 들인 일이 이런 재
앙의 불씨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다. 게다가 재앙은 바로 자신뿐 아니라 궁 전체를 덮쳤다. 온 왕궁
에 난리가 났는데 신부인 사래만 멀쩡했다. 그 난리통에 혼자만 멀쩡하다는 게 너무 이상한 일 아닌가?
아마도 하나님은 그때 바로에게 알려주셨을 것이고 바로는 깨달았을 것이다.
자신이 아브람에게 속았음을 알게 된 바로는 당장 아브람을 불렀다. 아브람은 뭔가 일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음을 눈치챘다. 바로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자신으로 인해 바로의 집이 그
런 재앙을 당한 것이니 어떤 벌을 내리더라도 아브람은 변명의 여지가 없없다. 그런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일어났다. 바로는 아브람에게 매우 비정상적인 처결을 내린다. 단지 호통을 치고 역정만 낼 뿐 아
무런 신체적 위해를 가하지 않았다. 바로는 왜 아브람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을까? 바로가 아브람
에게 한 말이 고작 “왜 나를 속여서 이런 재앙을 당하게 했느나?”였다니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는가?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
실하게 그 언약을 지켜 가신다. 아브람의 어설픈 잔꾀로 인해 이런 일이 벌어졌지만 하나님은 아브람
을 나무라지 않으셨다. 나무라기는커녕 오히려 아무 잘못도 없는 바로에게 대신 재앙을 내려 아브람을
보호하셨다. 게다가 아브람은 바로가 준 혼인 예물까지 고스란히 챙겨서 이집트를 나오게 되었다. 바
로가 그렇게 한 것은 아브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두려웠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다. 약속을 기억하기는커녕 죄를 짓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거
나, 그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할 때도 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기보
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한 약속을 기억하고, 우리를
용서하고 안아 주신다.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그것이 복음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려 한 적이 없습니까?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당신은 그 과정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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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운명의 전주곡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12:9 - 13:1)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람 인생의 수치인 이 사건은 단지 믿음없는 한 남자의 비겁함 때문에 일어난 헤프닝 정도로만 볼
수 없다.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람 개인의 일상사를 통해 이스라엘, 나아가 오늘날 그리스도인
들에게 이스라엘의 첫 400여년의 역사를 계시로 보여주고 계신다.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이다. 얍복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 오셨다. 인생에서
늘 다른 사람의 뒷다리만 잡고 살던 그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이름을 주셨다. ‘속이는 자’라는 뜻의 야
곱 대신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자’라는 의미의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 그 때부터 이스라
엘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다. 지금 아브람이 겪은 이 에피소드는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때부터 시작해서 400년 후에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나오기까지 이스라엘이 겪은 역사의 축소
판이다. 이 에피소드는 요셉의 인도로 이스라엘의 가족 70명이 가나안을 떠나 이집트로 들어갈 때부
터 이후에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나올 때까지의 모든 역사를 신기할 정도로 그대로 보여준다.
먼저 이집트로 내려가게 된 경위를 살펴 보자. 아브람은 네게브에 살다가 기근을 만났다. 기근을 피해
할 수 없이 기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갈 수 밖에 없었다. 야곱의 가족도 헤브론에 살다가 극심한 기근에
시달렸다. 기근이 계기가 되어 야곱은 가족 70명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다. 물론 그 사이에는 매우
복잡한 사건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 요셉이 형들에 의해 팔려가고 우여곡절 끝에 이집트 총리가 되는
사건, 그리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에 관련된 얘기 등등. 야곱의 가족이 만난 기근은 7년 풍년 뒤에
이어진 7년간의 극심한 흉년 때였다. 야곱이 요셉과 헤어진 지 20년이나 흘렀을 때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이 이집트로 향한다. 바로 아브람이 그랬던 것처럼 기근 때문에 말이다.
두 번째로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 보자. 아브람은 아내 사래를 바로에게 빼앗겼고 그 일로 아브
람과 사래는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바로의 집에 엄청난 재
앙이 임한다. 야곱의 가족도 이집트에 내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요셉이 죽은 후 새로운 통치자가 정권
을 잡는다. 이 새 왕은 요셉과 이스라엘을 모르는 자다. 많은 학자들은 이집트에 정변이 일어나 왕조가
바뀐 것으로 보고 있다. 새롭게 등장한 정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졸지에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다. 이스라엘 민족의 집단 거주지인 고센 지방은 노예들의 거주지가 되었고 백성들은 중노동에
동원되는 게 일상이 되었다. 사래가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바로에게 이끌려 들어가 인질이 된 것과 유
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스라엘 민족의 어머니 사래는 그 자체로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한다. 그
녀의 사로잡힘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노예로 사로잡히는 역사를미리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 된다.
마지막으로 그 사건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살펴보자. 하나님은 사래의 일로 인해 바로와
그의 집에 재앙을 내렸다. 재앙이 얼마나 심했는지는 가늠이 되지 않으나 하나님이 바로를 매우 호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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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다룬 것만은 틀림이 없다. 바로는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아브람을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다. 바로
는 아브람과 사래를 순순히 이집트에서 내어 보냈다. 물론 수많은 재물과 함께. 만약 하나님이 어설프
게 바로를 다루었다면 바로는 아브람에게 어떤 위해를 가했을지도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날 밤 재앙
으로 바로는 하나님은 물론 아브람까지 두려워했다. 아브람 뒤에는 절대 건드릴 수 없는 누군가가 있
다는 걸 안 것이다. 출애굽 당시의 상황도 동일하다. 사실 한 나라에서 타민족을 노예로 삼는 것은 당시
의 역사, 문화적인 관점에 비추어 당연한 것이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들에게 중
노동을 시켰다고 해서 특별히 그가 비난 받아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 오늘날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
스라엘 중심의 시각으로 보면 바로는 절대 악이고 이스라엘은 절대 선일 수 있으나 객관적으로 보면
절대 그렇지 않다. 사실 이스라엘도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그곳에 살던 거민들들 몰살하고 일부는 노
예로 삼은 것을 보면 패자를 노예로 부리는 것은 당시에는 일반적인 것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
적으로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셨다. 모든 재앙은 바로와 그의 통치권 아래 있는 지역에만 국한되었고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이 살던 지역은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되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바로와
그의 백성들에게만 재앙을 내리셨다.
이런 재앙을 당했을 때 바로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중에 가장 상식적인 방
법은 군사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협하거나 응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는 열 번의 재앙을
겪으면서도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고작해야 노동 강도를 높여 모세에 대해 불만
을 갖게 하는 게 다였다. 게다가 모세에게는 어떠한 위해도 가하지 못했다. 당시 최강의 군사력을 가진
최고 권력자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들에게 대항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다.
결국 사래로 인해 엄청난 재앙을 겪은 바로나 이스라엘 백성들로 인해 열 번에 걸친 대재앙을 겪은 바
로나 두 경우 모두 하나님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고 결론 내릴 수 밖에 없다. 두 경우 모두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통제하고 장악하고 계셨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 걸까?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래의 개인
적인 경험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적 구속사를 통해 이들에게 모두 사로잡힘과 풀려남을 경험하
게 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다. 구속은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부활은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속죄는 죄에서 풀려나는 일이다.
노예의 경험이 없이는 자유를 경험할 수 없다. 죽음이 없는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다. 죄인만이 속죄를
경험할 수 있다.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 진정한 해방과 구속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다.
거짓말이 탄로나서 바로에게 불려간 아브람은 얼마나 두려웠을까? 죽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갔
는데 뜻밖에도 바로는 호통을 치는 것으로 끝냈다. 그는 아브람의 머리카락 하나도 건드리지 못했다.
아브람은 그 순간 무엇을 경험했을까? 형언할 수 없는 안도감과 해방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우리의 구
원이 그렇다. 아브람과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해방감을 우리도 경험하게 된다. 그 체험은 단지 책으
로 접하는 간접 체험이 아니다. 자신이 죄인으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서는 상태를 반드
시 경험해야 한다. 그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게 된다. 우리도 자신이 죄인이며 그로
인해 죽은 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심판대 앞에 서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의 삶에도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사건이 있었나요? 억압에서 풀려나는 해방을 경험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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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 롯과의 분쟁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13:2~9
) וְ אַ בְ ָרם כָבֵׁ ד ְמאֹּ ד בַ ִּמקְ נֶּה בַ כֶּסֶּ ף ּובַ זָהָ ב( (2절) 이브람은 육축과 금과 은이 매우 많았습니다.
ית־אל( (3 절) 그는 네게브에서 떠나 벧엘까지 이동했습니다.
) ַו ֵׁילְֶּך לְ מַ סָ ָָ֔עיו ִּמ ֶּנגֶּב וְ עַד־בֵׁ ֵׁ ֵ֑
벧엘과 아이 사이에 있는, 그가 처음으로 장막을 쳤던 장소까지,
)עַד־הַ מָ קֹום אֲשֶּ ר־הָ יָה שָ ם אָ הֳֹלה בַ ְּתחִּ ָָ֔לה בֵׁ ין בֵׁ ית־אֵׁ ל ּובֵׁ ין הָ עָי(
ל־מקֹום הַ ִּמז ָ֔ ְֵׁבחַ אֲשֶּ ר־עָשָ ה שָ ם בָ ִּראשֹּ נָ ֵ֑ה( (4 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까지,
)אֶּ ְ
)וַיִּ קְ ָרא שָ ם אַ בְ ָרם בְ שֵׁ ם יְ הוָה( 아브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5 절) 또한 아브람과 함께 온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וְ גַם־לְ ָ֔לֹוט הַ הֹּ לְֵׁך אֶּ ת־אַ בְ ָ ֵ֑רם הָ יָה צ ֹּאן־ּובָ קָ ר וְ אֹּ הָ לִּ ים(
) וְ ל ֹּא־נָשָ א אֹּ תָ ם הָ אָ ֶּרץ לָשֶּ בֶּ ת יַחְ ָ ֵ֑דו( (6절) 그 땅은 그들이 함께 거주하기에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כִּ י־הָ יָה ְרכּושָ ם ָ ָ֔רב( 왜냐하면 그들의 소유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וְ ל ֹּא יָכְ לּו לָשֶּ בֶּ ת יַחְ דָ ו( 그들은 함께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7절) 그래서 아브람의 가축을 치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י־ריב בֵׁ ין רֹּ עֵׁי ִּמקְ נֵׁה־אַ בְ ָ ָ֔רם ּובֵׁ ין רֹּ עֵׁי ִּמקְ נֵׁה־לֵ֑ ֹוט(
)וַיְ הִּ ִּ
게다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וְ הַ כְ ַנעֲנִּ י וְ הַ פְ ִּר ָ֔ ִּזי אָ ז יֹּ שֵׁ ב בָ אָ ֶּרץ(
) ַוי ֹּאמֶּ ר אַ בְ ָרם אֶּ ל־לֹוט( (8 절) 아브람은 롯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너 사이에, 나의 목자와 너의 목자 사이에, 다투게 하지 말자.
) אַ ל־נָא ְתהִּ י ְמ ִּריבָ ה בֵׁ ינִּ י ּובֵׁ י ֶָּ֔ניָך ּובֵׁ ין רֹּ עַי ּובֵׁ ין רֹּ עֶּ ֵ֑יָך(
)כִּ י־ ֲאנ ִָּשים אַ חִּ ים ֲאנָחְ נּו( 왜냐하면 우리는 한 형제(친족-가족)이기 때문이다.
) ֲהל ֹּא כָל־הָ אָ ֶּרץ לְ ָפ ֶָּ֔ניָך( ?(9 절) 네 앞에 모든 땅이 있지 않으냐
)הִּ פ ֶָּרד נָא מֵׁ עָלָ ֵ֑י( 나에게서 떨어지게 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가 되는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가 되는 것이다.
ימנָה וְ ִּאם־הַ י ִָּמין וְ אַ ְש ְמ ִּאילָה(
) ִּאם־הַ ְשמ ֹּאל וְ אֵׁ ִָּ֔
(10 절) 롯은 그의 눈을 들어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וַיִּ שָ א־לֹוט אֶּ ת־עֵׁינָיו ַוי ְַרא אֶּ ת־כָל־כִּ כַר הַ י ְַר ָ֔ ֵׁדן כִּ י ֻּכלָּה מַ ְש ֶּ ֵ֑ק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므로,
ת־סדֹּ ם וְ אֶּ ת־עֲמֹּ ָ ָ֔רה(
)לִּ פְ נֵׁי שַ חֵׁ ת יְ הוָה אֶּ ְ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이집트 땅과 같이 (물이 넉넉한 소알 방향의 요단 지역을
)כְ גַן־יְ הוָה כְ אֶּ ֶּרץ ִּמצְ ַ ָ֔ריִּ ם בֹּ ֲאכָה צֹּ עַר(
)וַיִּ בְ חַ ר־לֹו לֹוט אֵׁ ת כָל־כִּ כַר הַ י ְַר ָ֔ ֵׁדן( (11 절)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וַיִּ סַ ע לֹוט ִּמ ֶּ ֵ֑קדֶּ ם( 롯은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וַיִּ פ ְָרדָ֔ ּו ִּאיש מֵׁ עַל אָ חִּ יו( 그래서 그들은 서로 떠났습니다.
)אַ בְ ָרם יָשַ ב בְ אֶּ ֶּרץ־כְ נָ ֵ֑עַן( (12 절)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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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거주하였습니다. ()וְ לֹוט יָשַ ב בְ ע ֵָׁרי הַ כִּ ָָ֔כר
그는 소돔까지 그의 장막을 옮겼습니다. (ַד־סדֹּם
ְ ) ַו ֶּיאֱהַ ל ע
(13 절) 소돔 사람들은 악했고,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וְ אַ נְ שֵׁ י ְס ָ֔ ֹּדם ָרעִּ ים וְ חַ טָ ִּ ֵ֑אים לַיהוָה ְמאֹּ ד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람이 다시 네게브로 돌아 왔다. 그에게는 육축과 은과 금이 너무 많았다.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갔
다가 자기 목숨을 지키려고 하지 말아야 할 꾀를 내어 자칫 잘못 했으면 아내 사래를 빼앗길 뻔 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겨우 위기 상황을 모면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기대하지도 않은 횡재를 한다. 이집
트왕 바로가 사래를 데려오는 대가로 아브람에게 준 모든 재물을 다 갖고 나가게 했다. 정상적인 경우
라면 그것들은 바로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아브람이 처음부터 바로를 속인 셈이니 바로는 일종의
사기 결혼을 당한 셈이다. 따라서 먼저 속임수를 쓴 당사자인 아브람이 받은 것을 돌려주는 게 마땅하
다. 그런데 결과적으론 그러지 않았다. 아브람이 되돌려 주지 않았다기보다는 바로가 되돌려 받지 않
았다. 바로는 하나님이 두려워 감히 되돌려 달라고 말도 꺼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바로가 그리 하
지 않았다 해도 아브람이 먼저 돌려주는 게 마땅했다. 개인적으로 아브람이 재물에 욕심이 많아서 그
랬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아브람도 제 정신이 아니었을 테니 얼떨결에 그 재물들을 그대로 갖고 이
집트를 빠져 나왔을 것이다. 경황이 있을 리가 있었겠는가? 그런데 이 때 재물로 받아 데리고 온 종 하
갈이 아브람의 생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아브람 일행은 이집트에서 일단 네게브로 나왔다가 이내 벨엘로 올라간다. 정확히는 벧엘과 아이 사
이다. 그곳은 아브람이 처음으로 장막을 치고 살았던 곳이다. 아브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
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음을 의미한다. 지금으로 말하면 예
배를 드린 것이다. 그는 그 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곰곰이 생각해봤을 것이다. 도무지 자기 계
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잊었고 자신의 꾀만 믿었다. 네게브에서
기근이 닥치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머무는 대신 이집트로 내려갔다. 벧엘이나 세겜은 하나님이 아브
람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반면 이집트는 언약 밖의 땅이요 다른 말로는 세상이다. 아브람은 약속의 땅
에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했다. 그는 눈 앞에 닥친 환란을 잠시 세상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피하
려 했다. 그는 기근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행
했다. 그는 자신의 결정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깨달을 수 있었다.
아브람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겼다. 지난 번은 기근이라는 결핍 때문에 문제
가 생긴 거였다면 이번에는 정반대로 풍요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너무 많아진 재산이 갈등을 불러 왔
다. 아브람의 조카 롯도 거부가 되었는데 아마도 이집트에서 받은 재물의 일부를 아브람이 분배해 줬
을 가능성이 높다. 그들이 거주하던 벧엘과 아이 사이의 땅은 아브람과 롯 두 사람을 감당하기에 너무
좁았다. 그만큼 그들의 소유가 많았다는 증거다. 우물이 많지 않아 물도 부족한 데다가 목초지도 넉넉
하지 않았을 것이다. 협소한 공간, 좁은 목초지로 인해 삼촌과 조카의 종들이 다툼을 벌이는 희한한 광
경이 펼쳐졌다. 이집트에서 깔끔하게 털어내고 왔어야 할 것들을 약속의 땅까지 갖고 온 것이 화근이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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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에서 아브람과 롯은 공동 운명체였다. 아브람이 위험에 처하면 롯도 안전할 수 없었다. 이집트
에서 롯이 어떠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롯 또한 아브람과 함께 속앓이를 했음에 분명하다. 불확
실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벗어난 경험은 롯도 마찬가지다. 아브람 뿐만 아니라 사래, 롯 모
두 구원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롯도 많은 재산을 얻었다. 그 재산이 이제 삼촌과 조카의 발
목을 잡았다. 이집트에서 고통의 시간을 함께 보낸 삼촌과 조카는 다시 약속의 땅에 들어 와서는 서로
다투는 관계로 변했다. 세상에 버리고 왔어야 할 그 재물이 문제의 발단이 된 것이다.
아브람과 롯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과 너무 흡사하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많은 경우 복
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명예를 교회 내에서도 추구한다. 도대체 그게 십자가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히려 십자가의 원수가 아닌가? 세상에서나 일어나는 돈 문제가 교회에서도
일어난다. 교회에서도 돈이 곧 명예로 이어지고 헌금 액수에 따라 교회에서의 지위가 결정되기도 한
다. 하기사 종교 개혁 이전에서는 면죄부라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천국행 표를 팔기까지 했다. 요즘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교회에서 터지는 각종 문제들에 돈이 결부된 경우가 많은 것을 보면 여
전히 이집트에서 가져 온 재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것이 주님의 죽으심과 무슨 상
관이 있으며 부활과 어떤 관련이 있단 말인가?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며 세상적인 가치
가 판을 칠 수 없는 곳이다. 교회도 그렇다. 교회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속량된 사람들이 모인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다.
아브람은 이집트의 것은 이집트에서 해결하고 왔어야 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아브람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국 그 이집트의 망령이 약속의 땅에까지 들어와 말썽을 일으켰다. 그 때문에 삼촌과 조
카는 결국 헤어지게 된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세상의 것이 우리를 심판한다.
물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약속의 땅에서 쫒겨나는 것도 아니다. 하
지만 세상의 것 때문에 서로 시달리게 되고 결국 공동체 전체가 고통받는 상황으로 변한다. 가이사의
것으로 하나님의 곳간을 채우는 것보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는 지혜가 필요하다. 물질이
가장 우선시 되는 오늘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온 세상적 가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말
뿐이고 교회 안에서도 세상적 가치에 목매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세상의 풍요에 집착하여 공동
체에 상처나 흠집을 내고 있진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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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이 소돔으로 가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13:2~9)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람이 터를 잡은 땅은 아브람과 롯 모두를 감당하기가 버거웠다. 그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
고 있었다.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그들이다. 아브람이 들어간 땅이 가나안 땅이니 당연히 그곳
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 것이다. 그들은 그 땅에 대대로 터잡고 살던 토박이들이었다. 외지인
인 아브람이 그 좁은 땅으로 비집고 들어간 것이니 가나안 사람들이나 브리스 사람들에게 그곳을 떠
나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결국 롯과 헤어지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수가 없었다. 마침내 아브람이
롯에게 말을 꺼냈다.
“너와 나 사이에, 나의 목자와 너의 목자 사이에 다투게 하지 말자. 왜냐하면 우리는 한 형제이기 때문
이다. 네 앞에 모든 땅이 있지 않느냐? 나에게서 떠나라. 네가 죄하면 내가 우가 되는 것이고 네가 우하
면 내가 좌가 되는 것이다” (창 13:8~9).
사실 삼촌과 조카 사이에 땅이나 물문제로 다투는 것은 남사스런 일이다. 그곳 토박이들인 가나안 사
람들이나 브리스 사람들에겐 좋은 가십거리다. 그런데 이들이 다투게 된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다. 바로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벼이 여긴 데에 그 원인이 있다. 하나님은 지금 그 문제를 해
결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람을 부르실 때 분명히 명령한 말씀이 있다. 바
로 아비, 친척, 고향 땅을 떠나라고 하셨다. 사실상 아내 사래 외에는 모든 것을 놔두고 떠나야 했다. 아
브람은 고향 땅을 떠났고, 하란에서 아버지와도 헤어졌다. 하지만 단 하나, 아브람이 끝까지 놓지 못
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조카 롯이다. 아버지 하란을 일찍 여읜 롯은 아브람을 친아버지처럼 따랐다. 자
식이 없는 아브람도 롯을 친아들처럼 여겼다. 사실상 둘은 친부자 사이나 다름 없었다. 그랬기에 아브
람은 이집트에서 얻은 재물까지도 롯에게 넉넉히 분배해 주었건만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지금 아브
람과 롯이 다투게 된 것이다.
아브람이 롯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다. 더는 아브람과 롯이 함께 할 수 없게 되었다. 아
브람은 그 사실을 받아들였고 롯에게 먼저 헤어지자고 말한다. 그리고는 롯에게 우선권을 주었다. 롯
의 선택에 따라 아브람의 거취가 결정되는 방식을 제안했다. 롯은 아무데나 먼저 고를 수 있었다. 아
니, 아브람 곁에 남을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다. 모든 것이 롯이 마음 먹기에 달렸다.
롯은 고개를 들어 동편에 있는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다. 물이 풍부해서 더 이상 물로 인해 다툴 일이
없을 것 같았다. 목초지도 풍부해서 가축을 키우기에 그저 그만이었다. 그만큼 그 땅은 매력적이었다.
사실 롯은 삼촌 아브람과 좁은 땅에서 부대끼며 사는 것이 늘 불편했다. 그렇다고 삼촌에게 대놓고 불
만을 표시할 수도 없었고 헤어지자고 먼저 얘기를 꺼낼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목자들이 와서 불만
을 표시할 때마다 소돔을 바라보며 부러워했을거다. 소돔은 벌써부터 롯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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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아브람이 롯에게 먼저 제안을 했다. 롯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는 자기도 모
르게 요단의 넓은 목초지를 바라보았다. 풍부한 물과 푸르른 목조지가 그를 유혹하고 있었다.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도 에덴 동산이 바로 그 땅 같았을 거라고 생각했을 정도니 말이다. 얼마 전에 갔었던 이
집트 땅, 나일강 상류로부터 실려 내려 온 비옥한 토사가 쌓여 늘 곡식이 풍부하게 자라는 그 땅과 같
았다. 롯은 이미 마음 속으로 점찍어 두었던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다. 그는 미련없이 삼촌 곁을 떠
나 동쪽으로 향했다. 이 세상의 풍요가 기다리는 소돔과 고모라로…
롯이 동쪽 요단 지역을 택했으니 아브람은 자연히 서쪽 가나안 땅에 남게 되었다. 동쪽으로 간 롯은
점점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되어 갔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킬 때까지 그는 그곳에 살았
다. 하나님이 불과 유황 심판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쓰고 나서야 롯은 그곳으로부터 떠나올 수 있었
다. 롯이 그곳으로 이주하기 전부터 이미 소돔 사람들은 충분히 교만하고 악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롯이 그곳을 택한 이유는 풍요 때문이다. 풍요는 곧 여유를 뜻한다. 그곳 사람들은 사랑과 아량이 가
득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소돔은 그렇지 못했다. 그곳은 세상의 전형이었다. 가진 자들은 더 갖
기를 원한다. 모든 가치의 기준은 오직 물질이다. 외견상 풍요롭고 넉넉해 보였지만 실제로 그곳은 교
만과 악이 가득했고 늘 부족과 결핍에 시달렸다. 풍요는 죄를 낳고 죄는 사람들을 각박하게 했다.
롯의 마지막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아브람은 롯을 매우 사랑했다.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하나
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롯을 끼고 다녔다. 그런데 하
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아브람으로부터 롯을 갈라 놓았다. 인간이 못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아브
람에게는 가슴아픈 이별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언약의 성취다.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아브
람은 철저하게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아야 했다. 아브람은 다시 한번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깨닫게
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렇다. 하나님이 개입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를 때가
많다. 하나님이 인생에 개입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고난을 체험하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들이 겪는 고난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언약을 성취해가는 하나님의 섭리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삶에서 고난을 겪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을 통
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해 당신은 삶을 바라보는 눈이 어떻게
달라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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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람이 약속의 땅을 재확인받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13:14~18)
(14 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וַיהוָה אָ מַ ר אֶּ ל־אַ בְ ָרם אַ ח ֲֵׁרי הִּ פ ֶָּרד־לֹוט מֵׁ עִּ ָ֔מֹו
너는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네게브), 그리고 동쪽과 서쪽(바다)를
바라보라.
(שם צָ פֹּ נָה ָונֶּגְ בָ ה וָקֵׁ ְדמָ ה ָויָמָ ה
ֵ֑ ָ ) שָ א נָא עֵׁינֶּיָך ְּור ָ֔ ֵׁאה ִּמן־הַ מָ קֹום אֲשֶּ ר־אַ ּתָ ה
(15절)
내가 네게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그리고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 כִּ י אֶּ ת־כָל־הָ אָ ֶּרץ אֲשֶּ ר־אַ ּתָ ה רֹּ אֶּ ה לְ ָך אֶּ ְּתנֶּ ֵ֑נָה ּולְ ז ְַרעֲָך עַד־עֹולָם
(16 절)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할 것이다. (עפַר הָ ָ ֵ֑א ֶּרץ
ֲ )וְ שַ ְמ ִּּתי אֶּ ת־ז ְַרעֲָך ַכ
만약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עפַר הָ ָ֔ ָא ֶּרץ גַם־ז ְַרעֲָך יִּ מָ נֶּה
ֲ )אֲשֶּ ר ִּאם־יּוכַל ִּאיש לִּ ְמנֹות אֶּ ת־
(17 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קּום הִּ ְתהַ לְֵׁך בָ ָ֔ ָא ֶּרץ לְ אָ ְרכָּה ּולְ ָרחְ ָבֵּ֑ה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כִּ י לְ ָך אֶּ ְּת ֶּננָה
(18 절) 아브람은 장막을 옮겼습니다. () ַו ֶּיאֱהַ ל אַ בְ ָרם
그는 이동하여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했습니다.
() ַו ָיב ֹּא ַויֵׁשֶּ ב בְ אֵׁ ֹלנֵׁי מַ ְמ ֵׁרא אֲשֶּ ר בְ חֶּ בְ ֵ֑רֹון
그는 그곳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וַיִּ בֶּ ן־שָ ם ִּמזְבֵׁ חַ לַיהוָ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람은 그토록 애지중지 하던 롯을 떠나 보냈다. 내리 사랑이라고 롯은 아브람이 제안을 해오자마
자 삼촌을 떠나 거처를 옮겨버렸다. 롯은 행복했고 자유를 만끽했지만 아브람은 그렇지 못했다. 가슴
한 편이 아려오며 서운했다. 그런 아브람에게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왜 이 시점에 아브
람에게 나타나셨을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언약을 재확인 시켜줄 필요가 있었다. 드디어 아브람은
모든 것으로부터 떠났다. 자의로 했든 타의로 했든 상관 없다.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롯이 이제 아브
람의 곁을 떠났고 이로써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한 명령은 지켜졌다. 이제 하나님이 나설 때가 되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는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네게브), 그리고 동쪽과 서쪽(바다)를 바라보라. 내가
네게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그리고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할 것이다. 만약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봐라.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창 13:14~17).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언약한 내용은 ‘약속의 땅’과 ‘약속의 자녀’다. 이 두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다. 약속의 땅이 어디인지는 이미 하나님이 확인해 준바 있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
17

하여 가나안 땅 세겜 지방에 들어 왔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람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그에게 약속
하셨다. 그러니 이번이 두 번째 확인이다.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땅이 어딘지는 분명해졌다. 롯이 떠날
때 아브람은 약속의 땅 한가운데에 들어와 있었다. 남은 것은 자손이다. 내심 아브람이 아들처럼 여겼
던 조카 롯이 떠났다. 그리고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여전히 불임이다.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구
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주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눈을 들어…바라보라”고 말씀하셨다. 아브람은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 보았
다. 약속의 땅이 눈에 들어왔다. 하나님은 그 땅을 아브람과 그 후손에게 주겠다고 하셨다. 아브람이
땅을 약속으로 받는 과정은 롯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롯은 스스로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 반면 아브람
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을 바라보았다. 롯은 자기 마음에 드는 곳을 선택해 갔고 아브람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에 남았다. 인간이 보기에는 롯이 선택한 땅이 훨씬 더 좋은 땅이다. 실제로도 그랬다. 어
디든 살기 좋은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마련이니까. 하지만 아브람이 받은 땅은 그렇지 못했다. 말이 젖
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땅이다. 마냥 굶고 있거나
아니면 떠날 수 밖에 없는 대책없는 땅이다. 그러나 언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아브람은 당장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순종할 뿐이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번에도 일방적이다. 약속의 땅도 약속의 자녀도 모두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약
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는데 어떤 조건도 제시하지 않는다. 아브람이 그 땅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어떤
것도 없다. 아브람의 행위와 무관하게 언약을 이행하는 주체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알다시피 이 순간
부터 아브람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않았다.
그는 수시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앞당기려 애썼다. 조카 롯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무모하게 전쟁에 모든 것을 걸기도 했고, 후손을 주겠다는 언약을 믿지 못해 급기야 사래의 몸종인 이
집트 여인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은 아브람이 지쳐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할 때까지
기다리셨다. 마침내 아브람은 하갈에게서 낳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손으로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
이 더 이상 사래로부터 아들을 얻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아브람의 나이 99세, 아내 사래가 89
세가 되기까지 아이가 없었다. 포기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고 나서 무려 24년이나
흘렀다. 아브람과 사래가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얼마나 더 소망의 끈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며 아브람이 소망을 버렸을 때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셨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언약을 반복하신다. 이 언약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 아브람이 얼마나 많은
날들을 소망과 절망 사이를 왔다갔다 해야 할지 모른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힘으
로 그 언약의 때를 앞당기려 애를 쓰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때를 기다리신다. 그 기나긴
과정을 통해 아브람은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간다. 절망이 깊을 수록 하나님의 때가 가까와 옴
을 알게 된다. 우리가 완전히 포기하고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그 때가 하나님의 때이다. 하나
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인간의 의지로 맘대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당신은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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