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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롯 (주일
)오늘의 본문 (창 14:1~12
(1 절)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의 시대에
ּגֹוים(
ְֶך־שנְ עָר אַ ְריֹוְך מֶ לְֶך אֶ ל ָ ָָ֑סר כְ דָ ְרלָעֹ מֶ ר מֶ לְֶך עֵילָם וְ ִת ְדעָל מֶ לְֶך ִ ֶֽ
) וַיְ הִ י בִ ימֵ י אַ ְמ ָרפֶל ֶ ֶֽמל ִ
)עָׂשּו ִמלְ חָ מָ ה( (2 절) 그 왕들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אֶ ת־בֶ ַרע מֶ לְֶך ְסדֹ ם וְ אֶ ת־בִ ְרשַ ע מֶ לְֶך עֲמֹ ָ ָ֑ר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알 왕)과
) ִשנְ אָ ב מֶ לְֶך אַ ְדמָ ה וְ שֶ ְמאֵ בֶ ר מֶ לְֶך צְ בֹ יִ ים ּומֶ לְֶך בֶ לַע הִ יא־צֶֹֽ עַר(
(3 절) 이들 모두는 싯딤 골짜기 (염해-바다)에 모였습니다.
) כָל־אֵ לֶה ָ ֶֽחבְ רּו אֶ ל־עֵמֶ ק הַ ִש ִ ָ֑דים הּוא יָם הַ ֶ ֶֽמלַח(
ֶׂש ֵרה שָ נָה עָבְ דּו אֶ ת־כְ דָ ְרל ָ֑ ָֹעמֶ ר( (4 절) 12 년 동안 그들은 그돌라오멜을 섬겼습니다.
) ְשתֵ ים ע ְ
ֶׂש ֵרה שָ נָה מָ ָ ֶֽרדּו( 그러나, 13년 되는 해에 그들은 반란을 이르켰습니다.
ּושֹלש־ע ְ
) ְ
(5 절) 14 년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은 일어나 공격했습니다.
ֶׂש ֵרה שָ נָה בָ א כְ דָ ְרלָעֹ מֶ ר וְ הַ ְמלָכִ ים אֲשֶ ר ִאתֹו ַויַכּו(
) ּובְ אַ ְרבַ ע ע ְ
ַש ְתרֹ ת קַ ְרנַיִם(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파임 족속을,
ת־רפ ִָאים בְ ע ְ
)אֶ ְ
)וְ אֶ ת־הַ ּזּוזִים בְ ָהָ֑ם( 함에서 수스 족속을,
ימים בְ שָ וֵה קִ ְרי ָ ֶָֽתיִ ם(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וְ אֵ ת הָ אֵ ִ
)(6 절
)וְ אֶ ת־הַ חֹ ִרי בְ הַ ְר ָרם ׂשֵ ִ ָ֑עיר( 세일 산에서 보리 족속을,
ָארן אֲשֶ ר עַל־הַ ִמ ְד ָ ֶֽבר( (그리고 멀리) 광야에 있는 엘바란까지,
)עַד אֵ יל פ ָ
) ַויָשֻׁ בּו ַויָבֹ אּו אֶ ל־עֵין ִמ ְשפָט הִ וא קָ דֵ ש ַויַכּ֕ ּו( (7 절) 그들은 돌아서서 앤미스밧(가데스)로 가서 공격했습니다.
ָל־ׂשדֵ ה הָ עֲמָ ל ִ ֵָ֑קי( 아말렉 족속의 모든 땅을,
) ֶ ֶֽאת־כ ְ
)וְ גַם אֶ ת־הָ אֱמֹ ִרי הַ יֹ שֵ ב בְ ַ ֶֽחצְ צֹ ן תָ ָ ֶֽמר( 또한 하사손다말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8 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소알 왕)은 나왔습니다.
ְֶך־סדֹ ם ּומֶ לְֶך עֲמֹ ָרה ּומֶ לְֶך אַ ְדמָ ה ּומֶ לְֶך צְ בֹ יִ ים ּומֶ לְֶך בֶ לַע הִ וא־צָֹ֑ עַר(
) ַויֵצֵ א ֶ ֶֽמל ְ
) ו ַ ֶַֽיע ְַרכּו ִאתָ ם ִמלְ חָ מָ ה בְ עֵמֶ ק הַ ִש ִ ֶֽדים( 그리고 그들은 싯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9 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의 전쟁
)אֵ ת כְ דָ ְרלָעֹ מֶ ר מֶ לְֶך עֵילָם וְ ִת ְדעָל מֶ לְֶך ּגֹויִ ם וְ אַ ְמ ָרפֶל מֶ לְֶך ִשנְ עָר וְ אַ ְריֹוְך מֶ לְֶך אֶ ל ָָסָ֑ר( 을,
)אַ ְרבָ עָה ְמלָכִ ים אֶ ת־הַ ח ֲִמ ָ ֶֽשה( 4명의 왕이 5 명의 왕에게 대항한 것인,
(10 절) 싯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아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도망가다가 그곳에 빠졌습니
לּו־שמָ ה( 다.
ָ ָ֑
ְֶך־סדֹ ם ַועֲמֹ ָרה וַיִפְ
)וְ עֵמֶ ק הַ ִׂש ִדים בֶ אֱרֹ ת בֶ אֱרֹ ת חֵ מָ ר ַו ָינֻׁסּו ֶ ֶֽמל ְ
)וְ הַ נִ ְשאָ ִרים הֶ ָרה ָנֶֽסּו( 나머지 왕들은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11 절)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ל־רכֻׁש ְסדֹ ם ַועֲמֹ ָרה וְ אֶ ת־כָל־אָ כְ לָם ַוי ֵ ֵֶֽלכּו(
)וַיִ קְ חּו אֶ ת־כ ְ
(12 절) 그들은 아브람의 조카 롯을 사로잡고 그의 재물도 빼앗아 갔습니다.
ת־רכֻׁשֹו בֶ ן־אֲחִ י אַ בְ ָרם ַויֵלֵ ָ֑כּו(
)וַיִ קְ חּו אֶ ת־לֹוט וְ אֶ ְ
)וְ הּוא יֹ שֵ ב בִ ְסדֶֹֽ ם( 롯은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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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은 아브람 곁을 떠났고 아브람은 약속의 땅에 남았다. 롯은 세상의 풍요를 쫒아 갔다. 아브람은 벧
엘과 아이 사이의 장막을 떠나 헤브론으로 왔다. 헤브론은 가나안의 최남단에 위치한 도시로 네게브
와 벧엘의 중간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 후에 사라의 무덤, 아브라함의 무덤이 되는 막벨라 굴이 바로
이 헤브론 땅에 있다. 그리고 가나안 입성 때 이 헤브론에 있던 아낙 자손을 갈렙의 진두지휘 아래 정
복한 후에는 유다 지파의 본거지가 되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어쨌든 아브람은 이 헤브론에 터
를 잡았고 롯은 소돔 땅에 살게 되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중심이 된 연합군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했
다.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소돔과 고모라는 엘람왕 그돌라오멜에게 12 년 동안이나 바쳐오던
조공을 갑자기 중단했다. 이는 그돌라오멜을 배반하는 행위인 동시에 그들을 향한 선전 포고나 다름
없었다. 그는 주위에 있는 나라들과 연합군을 형성하여 소돔과 고모라로 쳐들어 왔다. 소돔과 고모라
는 속수무책으로 당했고 그 왕들 중 일부는 싯딤골짜기 역청 구덩이에 빠지거나 몇몇은 산으로 줄행
랑을 쳤다. 연합군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와 닥치는대로 약탈을 하기 시작했다. 아브람의 조카 롯
도 이 와중에 화를 당했다. 롯은 포로로 잡혀가고 그의 모든 재산은 약탈당했다.
이 전쟁 이야기는 아브람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여느 전쟁이야기
보다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이미 아브람을 떠나 언약과는 멀어진 롯에게 일어난 일을 성경은 왜 이렇
게 자세히 적고 있을까? 롯이 아브람의 조카라는 이유로 굳이 언급한 것이라면 단 몇 줄로 간단하게
기록해도 될텐데 성경은 이 사건을 지나치리만큼 세세하고 기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사실 이 전쟁 이야기는 아브람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성경 기
록을 통해 이곳에 적어도 두 번 이상의 전쟁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 모두 소돔과 고모라가 패했
다.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한 소돔과 고모라는 그돌라오멜에게 12년간 조공을 바쳤다. 그런데 그 이듬
해에 그들은 조공을 중단한다. 그러자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다시 전쟁을 일으켰다.
두 번째 전쟁에 아주 재미있는 이름이 등장한다. 바로 르파임 () ְרפ ִָאים이다. 르파임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을 일컫는 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만나게 된 바산 왕 옥 (신 1:4, 3:11, 13
참조)이 바로 이 거인족의 후손이다.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맞부딪치게 되는 아낙 자손도 역시 이 거
인족의 후예다. 그런데 그 거인 족속인 르파임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공격을 받고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알다시피 이 이야기의 첫 독자(또는 청자)는 40년간 광야에 갇혀 이리 저리 방황하던 이스라
엘 백성들이다. 그들은 거인들인 아낙 자손이 두려워 가나안 땅 정복을 거부했다가 꼼짝없이 광야에
갇히게 되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각 지파 대표의 부정적 보고 때문이었다. 정탐꾼 열두 명 중
열 명이 부정적 보고를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 때문이었다. 그 거인 족속들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에게 제압당했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점은 그 거인들을 물리친 그돌라오멜 연합
군을 아브람이 자신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가서 단숨에 처치했다는 점이다. 거인은 강하지만 그 거
인을 이긴 자는 더 강하다. 그리고 그 거인을 이긴 자를 무너뜨린 자는 가장 강하다. 따라서 약속의 자
녀들은 가장 강한 존재다. 그런데 그들이 이토록 강한 이유는 그들 스스로의 힘이 강해서 그런 것이 아
니라 그들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이다. 그래서 약속의 자녀들이 치르는 모든 전쟁은 그들의 전쟁이 아
니라 여호와의 전쟁인 것이다.

이번 사건은 아브람의 개인적 믿음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롯을 데리고 오지 말았어야 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어떤 경우에도 롯
을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불어난 재산으로 인해 둘이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었다. 아브람은 내심 롯을 상속자로 점찍어 두었었다. 그는 자식이 없었고, 사래의 상태로 볼때 앞
으로도 자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렇다고 가나안 땅에서 후처를 들이는 것도 쉬운 일이 아
니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 리 없는 아브람은 항상 롯을 가장 강력한 후계자 일순위에 놓고 있었다.
그랬기에 아마도 아브람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을 때 너무도 허탈하고 힘들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모든 계획을 다 알려주지 않으신다. 설사 알려 주신다 해도 세세하게 말해 주시지 않는다. 하
나님께 직접 계시를 받거나 그분의 음성을 직접적으로 듣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특히나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기록된 성경과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깨닫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성경 말씀대로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 삶의 편린들이 제대로 해석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삶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
요하다. 성경을 가진 우리도 이런데 아브람은 어땠겠는가? 그에겐 아직 성경이 없었다. 하나님이 나
타나셔서 일일이 말씀해 주지 않으면 아브람은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해서 해야 한다. 그런데 아브람
이 미처 알지 못한 것이 있다. 바로 그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섭리요 계시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모든 것을 일일이 계시해 주지 않는다. 하지만 아브람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에 일어나는 소소한 일들을 통해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계신다. 하나님
을 떠나 방황하던 사람들이 뜻하지 않은 우환을 겪고 하나님께 돌아 오기도 한다. 어떤 분들은 사춘기
자녀의 일탈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고 그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기도 한다.
하나님은 자녀의 일탈이라는 사건 안에 그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숨겨 두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당신의 뜻을 알려주신다.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고통을 만드시
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하
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자신의 뜻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신다.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망신을 당했다. 아내 사래를 누이라 속이고 바로에게 넘긴 일 때문이었다. 그
런데 그 과정에서 뜻밖에 횡재를 했다. 바로는 어떤 연유에선지 아브람에게 주었던 재물을 돌려받지
않고 전부다 주었다. 그 때문에 아브람은 물론 롯까지 덩달아 부자가 됐다. 그런데 그것이 빌미가 되
어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게 되었다. 롯은 소돔으로 갔다. 사실 가나안은 아브람에게는 약속의 땅이지
만 롯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땅이다.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그 땅에 대해서 어떠한 약속도 받은 바가
없기 때문이다. 아브람의 인생에 일어난 이 모든 일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다. 하지만 아브
람은 100세가 다 되어갈 때까지도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
실하게 아브람의 삶에 개입하셨고 그 섬세한 손길을 통해 아브람은 하나하나 믿음을 쌓아갔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갖가지 사건 속에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
습니까?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게 되었나요? 그 사실이 당신이 살아가는
데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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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돔과 고모라 그 멸망의 예고편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14:1~12)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왕이 주축이 된 연합군이 싯딤 골짜기에 모였다. 싯딤 골짜기는 염해 부근에 있는 골짜
기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이 골짜기가 소금 바다로 변했다는 전설이 있으나 정확한 근거는 찾
기 어렵다. 이 전쟁에 벨라왕이 함께 참여한다. 참고로 벨라왕은 소알왕이다. 당시 싯딤 골짜기에는 역
청이 매우 많았다.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왕은 그곳을 빠져 나오지 못하고 역청 구덩이에 빠지게 되고,
소알왕과 나머지 두 왕은 간신히 빠져 나와 산으로 도망한다.
이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삭을 바치기까지의 아브라함의 전체 생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바치기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다.
A: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과 아브라함의 순종 (12:1-5)
B: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다 (12:6-13:4)
C: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로 감 (13:5-14:24)
D: 하나님의 언약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15:1-11)
E : 애굽의 노예가 될 것에 대한 예언 (15:12-21)
E’:애굽의 노예로부터 아들을 얻다 (16:1-16)
D’: 하나님의 언약—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17:1-18:15)
C’: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에 나옴 (18:16-19:38)
B’: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다 (20:1-18)
A’: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의 성취 (21:1-22:19)
14 장의 전쟁 기록은 19장의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과 짝을 이룬다. 그돌라오멜왕이 이끄는 연합군
은 시날 즉, 메소포타미아 지역 사람들이다. 그곳은 아브람의 고향이기도 하다. 14장은 연합군에 의해
소돔과 고모라가 유린 당하지만 19 장에서는 하나님에 의해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진멸당한다.
14 장과 19장에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사람들 중 단 세 명만 살아남고 모두 심판 당했다. 그런데 14장에서는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죽지는 않았으나 둘 다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 결국 그들은 안전하게 도망하지 못했
다. 하지만 벨라왕(소알왕)과 나머지 두 왕은 그곳을 빠져나와 산으로 도망갔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
판을 받을 때 롯의 가족 네 명만이 심판을 피해 나왔다. 심판은 다가오고 멀리 도망갈 시간이 없었다.
마음이 급해진 롯은 가장 가까운 성 소알로 가겠다고 제안을 한다. 하나님의 천사는 그 제안을 받아들
여 멸망의 대상에서 소알을 제외하신다. 롯과 그의 가족이 소알로 들어가자마자 소돔과 고모라에 심
판이 임했다. 불행하게도 롯의 아내는 중간에 소금 기둥이 된다. 뒤를 돌아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
령을 무시한 결과다. 결국 셋이 남았다. 이들은 소알에 남아 있는 것이 불안했다. 아마도 롯 때문에 소

돔과 고모라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소알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
을 것이다. 롯은 두 딸과 함께 산으로 거처를 옮겼다. 소알왕과 나머지 두 왕을 합해서 모두 세 명이 산
으로 도망한 것과 매우 유사하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전 경
고로 주신 예고편일 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런 예고편을 미리 보여주신 것일까? 이 이
야기가 아브라함의 조카 롯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
롯의 판단 기준은 세상적 가치관이었다. 그의 눈에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과 같고 이집트
의 옥토와 같이 풍요로운 곳이었고 그 때문에 그곳을 자신의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의 욕망이 결집된 곳이다. 그곳 사람들은 롯이 그곳으로 이주해 가기 훨씬 전부터 사실상 메소포
타미아의 속국이 되어 조공을 바치고 있었다. 메소포타미아의 연합군이 왜 소돔과 고모라를 노렸을
까? 그 이유는 바로 소돔과 고모라의 풍요 때문이다. 풍요는 인간들의 욕망을 극대화한다. 안간들은
아무리 풍요로워도 그 풍요를 다른 사람들과 공평하게 나누고 싶어하지 않는다. 어떻게 해서든 남의
것마저 빼앗아 자신의 것을 극대화하려 한다. 반면에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으로 계속 떠돌아 다니
는 사람들은 자신의 짐을 최소화 한다. 롯은 이런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고 풍요 속에 정착하려 했다.
그러나 겉으로 보기에 화려한 그 풍요는 결코 롯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 사랑보다는 경쟁을
부추기며 폭력과 전쟁을 동원해서라도 풍요의 혜택을 독식하려는 사람들 때문이다.
하나님은 롯이 거처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다. 그돌라오멜 연합군이 이곳에
쳐들어 온 것은 아마도 멸망의 전주곡이었을 지도 모른다. 롯은 그 사실을 빨리 눈치챘어야 했다. 하
지만 그는 이 전쟁을 치르면서도 미처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다.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히
멸망당할 때에야 그곳을 빠져 나올 수 있었다. 그는 이후에 딸들과 불미스런 일을 통해 모압과 암몬을
낳는다. 그리고 이들 두 족속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일까지 하게
된다. 그들은 그 일로 영원히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된다 (느 13:1~2).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
기 전에는 누구나 세상을 사랑할 수 있다. 그리고 세상이 주는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되고, 그분이 당신의 삶에 분명한 사인을
주면 그것에 순종해야 한다. 세상이 주는 풍요에서 벗어나는 일은 고통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
면 세상에서 누리는 잠시의 행복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된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이렇게 고백했다.
“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천 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 84:10)
세상의 풍요가 좋아보이는가? 하지만 그 속에 살다보면 언젠가는 반드시 알게 된다. 그것이 얼마나 헛
된 것인지를…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며 사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
나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삶이 어떻게 바뀔까요? 당신에게는 고난, 특히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이 있습니까? 그 고난이 당신에게는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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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람의 올인(All-In)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14:13~16)
(13 절) 도망친 사람이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ו ָיב ֹא הַ פָלִ יט ַו ַיּגֵד לְ אַ בְ ָרם הָ עִ בְ ִ ָ֑רי
아브람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וְ הּוא שֹ כֵן בְ ֵ ֶֽאֹלנֵי מַ ְמ ֵרא הָ אֱמֹ ִרי
아브람과 동맹한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인 (마므레)
(עלֵי בְ ִרית־אַ בְ ָ ֶֽרם
ֲ ַ)אֲחִ י אֶ ְשכֹ ל ַואֲחִ י ָענֵר וְ הֵ ם ב
(14절) 아브람은 그의 조카가 붙잡힌 소식을 들었습니다.() וַיִ ְשמַ ע אַ בְ ָרם כִ י נִ ְשבָ ה אָ ִ ָ֑חיו
그는 그의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318명의 훈련된 사람과 함께 나가서, 단까지 추격했습니다.
(ַד־דן
ֶֽ ָ ּושֹלש מֵ אֹות וַיִ ְרדֹ ף ע
ְ ) ַוי ֶָרק אֶ ת־חֲנִ יכָיו יְ לִ ידֵ י בֵ יתֹו ְשמֹ נָה עָׂשָ ר
(15 절) 그와 그의 종들은 나뉘어서 밤에 그들을 쳐부셨습니다. (עלֵיהֶ ם לַיְ לָה הּוא ַועֲבָ דָ יו ַויַכֵ ָ֑ם
ֲ ) ַויֵחָ לֵק
다메섹 왼쪽의 호바까지 추격했습니다. ()וַיִ ְר ְדפֵם עַד־חֹובָ ה אֲשֶ ר ִמ ְשמ ֹאל לְ דַ ָ ֶֽמׂשֶ ק
(16 절) 그는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 ַו ָּ֕ישֶ ב אֵ ת כָל־הָ ְרכֻׁ ָ֑ש
또한 그는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וְ גַם אֶ ת־לֹוט אָ חִ יו ְּורכֻׁשֹו הֵ ִשיב
또한 여자들과 사람들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וְ גַם אֶ ת־הַ נ ִָשים וְ אֶ ת־הָ ָ ֶֽע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에서 전쟁이 나서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접한 아브람은 다급해졌다. 아브람은 집에
서 훈련해 온 318명과 함께 롯을 구하러 나섰다. 헤브론에서 출발한 아브람의 사병들은 단까지 추격
해서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따라잡았다. 헤브론은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고 단은 최북단이다. 헤브론
에서 단까지 직선 거리는 약 200Km다. 아브람이 데리고 간 사병들은 기마병이 아니라 보병이었을 것
이다. 이들이 하루에 70 킬로미터씩 행군했다 하더라도 3일은 족히 걸렸을 것이다. 아브람은 마침내
연합군을 물리치고 다메섹 왼쪽에 있는 세바까지 추격하여 롯을 비롯해 포로로 잡혀간 모든 사람들
과 빼앗긴 재물을 되찾아 왔다.
도망친 사람이 아브람에게 왔다. 성경은 아브람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 독자들은
적잖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것이다. 히브리인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하는 대명사인데 당시 이
스라엘은 아직 민족을 이루지 못했다. 이스라엘의 시조인 아브람이 이제 겨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
았을 뿐인데 여기서 히브리인이라고 지칭한 것은 시대착오적 오류가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
데 ‘히브리’라는 단어는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를 지칭해 부르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다
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불렀다. 특별히 이집트 사람들은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는 뜻
으로 히브리인이라 불렀는데 이는 ‘이집트 내에 살고 있는 이방인’이란 의미로 쓰였다. 보디발의 아
내가 요셉을 유혹하려다 실패하자 요셉을 모함하면서 ‘히브리 사람, 히브리 종’이라고 지칭하기도 했
고, 출애굽 직전에 이집트 왕이 산아 제한을 명할 때에도 ‘히브리’라는 말이 등장했다.

여기에서는 “히브리사람”과 “아모리 족속”이 대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브람은 지금 이 시점에
아모리 족속이 살고 있는 헤브론의 마므레에 살고 있었다. 아모리 족속에게 아브람은 멀리서 온 이방
인이다. 이집트로 팔려 간 요셉도 이집트에서 이방인이었다. 출애굽 직전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
인들에게 이방인이었다. 이집트에 사백 년을 살았어도 여전히 이방인이고 나그네였다. 믿는 우리들
도 마찬가지다. 이 땅에서는 이방인이요 나그네다. 그것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정체성이다.
이방인으로 규정된 아브람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롯은 세
상을 추구하고 세상을 쫓아갔다. 하지만 아브람은 가나안에 남았다. 그는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고
머무르라면 머물렀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의 풍요는 늘 우리를 유혹한다. 겉
으로는 멋지게 보이지만 실상 그 풍요는 인간 내면에 있는 탐욕을 끊임없이 자극하여 마침내는 파탄
에 이르게 한다. 반대로 척박한 땅 가나안은 고난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 고난은 참된 풍요를 가져다 주
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세상의 유혹을 참아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걷는 사람은 반드시 그
풍요를 누리게 돼 있다. 아브람은 고난을 택했고 히브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우리도 자신이 어디
에서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 각자 생각해 보아야 한다. 소돔과 고모라에 살며 아귀다툼하고 있
지는 않는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의 유혹을 떨치고 약속의 땅에서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가?
이 전쟁 기록을 통해 온통 아브람의 용맹함이나 철저한 준비성에 초점을 두는 것은 맞지 않다. 오히려
롯을 구출하는데 아브람이 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세상을 사랑하
여 소돔과 고모라로 간 롯에게 아브람은 왜 그렇게 집착하고 있을까? 단지 조카에 대한 사랑만으로는
잘 납득이 되지 않는다. 여기서 아브라함 이야기의 전체 주제를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 바로 후손에
관한 것이다. 아브람함의 이야기는 거의 다 후손에 관한 이야기다. 이야기의 시작은 불임인 아내 사래
로 시작했지만, 사래는 이삭을 낳은 후 이스마엘과 하갈을 쫒아내는 것으로 그 역할이 끝난다. 천신만
고 끝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는 이야기에도 사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결국 누가 아브
라함의 후손인가가 아브라함 이야기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아직 아브람에게는 이삭도 없고
이스마엘도 없다. 유일한 희망은 롯 뿐이다. 그렇기에 아브람은 롯에게 자신의 모든 걸 걸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브람과는 전혀 달랐다. 하나님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그리고 아브람은
늘 자기 눈 앞의 현실 밖에 바라보지 못한다. 아브람에게는 롯만이 유일한 대안이었기에 늘 롯에게 집
착한다. 그러다가 이스마엘을 낳고 나서는 그런 태도가 많이 바뀐다. 아브람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
하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을 때다. 그때 아브람은 롯을 위해 중보 기도는 하지만 롯과 그 가족
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지는 않는다. 그에게는 이미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이 시대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한다. 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라는 절대 상수는 배제한 채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변수만을 고려한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기 경험과 능력으로 현실을 타개하려 애쓴다. 아
브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게 인간들이다. 우리가 함
부로 아브람을 비판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무엇에 집착하고 있습니까? 당장의 현실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인내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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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의 골짜기와 소돔왕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14:17~24)
(17 절) 소돔 왕이 그를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ך־סדֹ ם לִ קְ ָראתֹו
ְ ) ַויֵצֵ א ֶ ֶֽמל
그가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후에,
() אַ ח ֲֵרי שּובֹו מֵ הַ כֹות אֶ ת־כְ דָ ר־לָעֹ מֶ ר וְ אֶ ת־הַ ְמלָכִ ים אֲשֶ ר ִא ָ֑תֹו
사웨 골짜기 (왕의 골짜기) 로, ()אֶ ל־עֵמֶ ק שָ וֵה הּוא עֵמֶ ק הַ ֶ ֶֽמלְֶך
(18 절)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 ּומַ לְ כִ י־צֶ דֶ ק מֶ לְֶך שָ לֵם הֹוצִ יא לֶחֶ ם וָיָ ָָ֑֑יִ ן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וְ הּוא כֹ הֵ ן לְ אֵ ל עֶלְ יֶֽ ֹון
(19 절)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אמר
ָ֑ ַ )וַיְ בָ ְרכֵהּו ַוי
복이 있기를 아브람에게, ()בָ רּוְך אַ בְ ָרם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소유자로부터 ()לְ אֵ ל עֶלְ יֹון קֹ נֵה שָ מַ יִ ם ו ָ ֶָֽא ֶרץ
(20 절)
찬송 받으시기를, ()ּובָ רּוְך
네 적들을 네 손에 붙이시는 “지극히 높이신 이”가 (ר־מּגֵן צָ ֶריָך בְ י ֶ ָָ֑דָך
ִ ֶ)אֵ ל עֶלְ יֹון אֲש
아브람은 전체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וַיִ תֶ ן־לֹו מַ עֲׂשֵ ר ִמ ֶֽ ֹכל
(21 절) 소돔왕이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ך־סדֹם אֶ ל־אַ בְ ָ ָ֑רם
ְ ) ַוי ֹאמֶ ר ֶ ֶֽמל
사람은 나에게 주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ח־לְך
ֶֽ ָ )תֶ ן־לִ י הַ ֶנפֶש וְ הָ ְרכֻׁש ַ ֶֽק
(22 절) 아브람이 소돔왕 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 בְ ָרם אֶ ל־מֶ לְֶך ְסדָֹ֑ ם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든다. (손을
들어 맹세한다.) ()ה ֲִרימֹ ִתי י ִָדי אֶ ל־יְ הוָה אֵ ל עֶלְ יֹון קֹ נֵה שָ מַ יִ ם ו ָ ֶָֽא ֶרץ
(23 절)
실 한오라기나 심지어 신발 끈 하나도, 당신께 속한 어떤 것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ם־מחּוט וְ עַד ְׂש ֶֽרֹוְך־ ַנעַל וְ ִאם־אֶ קַ ח ִמכָל־אֲשֶ ר־לָ ְָ֑ך
ִ ) ִא
그래서 당신이 “내가 아브람을 부유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וְ ל ֹא ת ֹאמַ ר אֲנִ י הֶ עֱשַ ְר ִתי אֶ ת־אַ בְ ָ ֶֽרם
(24 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간 남자들의 몫(분깃)만 가질 것이다.
() בִ לְ עָדַ י ַרק אֲשֶ ר אָ כְ לּו הַ נְ ע ִָרים וְ חֵ לֶק הָ ֲאנ ִָשים אֲשֶ ר הָ לְ כּו ִא ִ ָ֑תי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 그들의 몫(분깃)을 가질 것이다.
() ָענֵר אֶ ְשכֹ ל ּומַ ְמ ֵרא הֵ ם יִ קְ חּו חֶ לְ ָ ֶֽק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람은 롯을 구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전쟁에서 승리했다. 신속하게 이루어진 아브람의 롯 구
출 작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인간이 앞뒤 안보고 저지른 일까지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마무리하
신다. 사실 이 전쟁은 누가 봐도 무모해보이는 전쟁이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아브람은 대승을 거두었
다. 상대방은 연합군이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왕이 주도한 연합군을 파죽지세로 물리친 강한 군대
였다. 그에 반해 아브람이 이끌고 간 군대는 한 개인의 사병들이었다. 아마도 그돌라오멜 연합군은 이
들을 오합지졸로 여겼을 것이다. 객관적 전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을 텐데도 아브람은 승리했다.

아브람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롯을 구출했고, 빼앗겼던 롯의 재산도 되찾았다. 그 외에 소돔과 고
모라 사람들과 그들의 재산까지 되찾은 것은 전쟁의 부산물인 셈이다. 아브람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은 그가 개선 장군으로 가나안에 입성할 때였다. 제일 먼저 그를 맞은 것은 소돔왕이었
다. 그는 전쟁에 패배해 도망하다 역청 구덩이에 빠졌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자다. 그런 그에게 아
브람이 자기 백성들과 빼앗겼던 재산들을 되찾아 줬으니 소돔왕이 그를 맞으러 나온 건 당연한 것이
었을 테다. 그런데 문제는 살렘왕 멜기세덱이다. 그의 등장은 갑작스럽다 못해 뜬금없다. 전후 사정과
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이후 아브람이 한 행동을 보면 더더욱 그렇다. 그는 빵과
포도주를 들고 나와 아브람을 보자 마자 그를 축복했고, 아브람은 그런 그에게 노획한 것의 십분의 일
을 주었다. 이들은 마치 초면이 아니라 오랫동안 친분을 유지해 온 사람들처럼 자연스럽게 행동했다.
도대체 살렘왕 멜기세덱은 누구며, 아브람은 왜 그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했을까?
창세기를 읽으면서 신약에 등장하는 예수님까지 연결하는 것은 무리일 수도 있다. 그러나 구약은 예
수님의 예표고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수님은 이 땅에오셔서 난해했던 구약의 많은 말씀들의 의미를
그의 삶을 통해 온전히 가르쳐 주셨다. 그렇기에 구약의 많은 사건들을 표피적인 역사적 사실로만 이
해하는 데 그친다면 단순히 성경 지식을 얻을 수 있을 지는 몰라도 깊은 영적인 의미는 깨달을 수 없
다. 하지만 장소 하나하나, 인물 한명 한명이 역사를 설명하고 복음을 설명하는 도구도 쓰였다는 사실
을 깨닫는다면 한 사건의 역사적 의미와 영적 의미를 동시에 깨닫는 멋진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맞은 것은 사웨 골짜기였다. 사웨 골짜기는 왕의 골짜기란 뜻이다. 이 곳은 예루
살렘 성을 둘러 싸고 있는 계곡으로 힌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로 이어지는 계곡을 말한다. 힌놈
의 골짜기는 예루살렘성 서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지는 L자형의 골짜기다. 예루살렘 성전에 드려지는
짐승들의 피와 온갖 오물들을 옛 성문 가운데 북문을 통해 힌놈의 골짜기로 실어날랐다. 그래서 힌놈
의 골짜기는 일년 내내 피비린내와 온갖 악취가 진동했다 한다. 한편 기드론 골짜기는 예루살렘성 동
편에 있는 골짜기로 이를 기준으로 예루살렘과 감람산이 나뉘어진다. 기드론 골짜기는 역사적으로
매우 의미가 깊은 곳이다. 다윗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예루살렘을 빠져나와 이 기드론 골짜
기를 건너 광야 길로 갔다. (삼하 15:23). 압살롬은 살아 있을 때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자신의 비석을
세웠는데 그 비석도 이 골짜기에 있었다 (삼하 18:18). 예수님도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감란산으로
기도하러 가실 때 이 계곡을 건너셨다 (요 18:1). 기드론 골짜기는 다윗이나 예수님에게는 내려 놓음이
다. 그래서 왕의 골짜기는 왕의 자리를 내려 놓는 자리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이
기드론 골짜기를 지나 겟세마네 동산으로 자리를 옮기셨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를 마치고 체포되
어 다시 이 골짜기를 통해 예루살렘으로 압송되어 오셨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많은 의미를 지닌 왕의 골짜기가 아브람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바로 그 시점
에 등장한다. 하필이면 왜 왕의 골짜기일까? 하필이면 왜 그 자리에 살렘왕과 소돔왕이 동시에 서 있
을까? 아브람과 살렘왕 멜기세덱, 아브람과 소돔왕, 그리고 사웨 골짜기…성경의 모든 중요한 내용을
왕의 골짜기에 한데 모아 놓은 듯한 생각이 드는 것은 비단 필자 뿐만은 아닐 것이다.
다음으로 소돔왕에 관해 살펴 보자. 당시 소돔은 인근 나라들의 우두머리격인 나라였다. 소돔은 풍요
의 상징이었다. 롯의 눈에 비친 소돔은 여호와의 동산같고 애굽 땅 같은 곳이었다. 세상을 사랑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을 끌어들일 만큼 강한 흡인력을 지닌 장소다. 물론 롯도 그 힘에 이끌려 소돔
으로 갔다. 이처럼 세상의 풍요를 상징하는 소돔왕이 아브람을 마중나왔다. 그는 아브람에게 자기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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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들만 되돌려 주고 그외에 얻는 재물은 아브람더러 가지라고 했다. 아마도 전쟁에서 사람들과 재물
들을 되찾아 온 것에 대한 보상으로 생각한 모양이다. 하지만 아브람은 소돔왕의 이 제안을 일언지하
에 거절한다. 아브람은 소돔에 속한 것 중 실 한 오라기 하나, 들메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다고 말한
다. 주는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라도 이리 매정하게 호의를 뿌리칠 필요까진 없지 않나 싶다. 아브람
도 인간인데 어찌 욕심이 없었겠는가? 하지만 아브람은 매몰차게 소돔왕의 제안을 거절했다. 살렘왕
멜기세덱을 대하는 태도와는 극명하게 대비된다. 그런데 아브람이 그렇게 한 데는 나름 이유가 있다.
아브람은 당연히 노획물을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을 뿐 아니라 자신이 먼저 당당히 요구할 수도 있
었다. 그 정도 재물이면 일생을 편안히 살고도 남을 정도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순식간에 그 일대
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으로 급부상할 수도 있었고, 어쩌면 그 일대를 연합하는 지도자로 등극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그 땅에서 나그네임을 알았다. 아브람은 자
신이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이 걸어갈 인생길이 하나님
이 정하시는 대로 따라가야 하는 순례자의 길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었다. 우리는 지금 이 아브람의 이
야기를 통해 세상을 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를 발견하게 된다. 세상의 풍요는 매력적이고 강렬
한 유혹이다. 그 손짓은 너무도 강한 흡인력이 있어서 우리도 그것을 뿌리치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우
리들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다. 그 길은 좁고 험해서 들어가기가 어렵다. 하지만 그리스
도인들은 하나님의 인도로 이미 좁은 길로 들어선 사람들이다. 소돔왕의 유혹을 뿌리친 아브람처럼
우리도 그래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없습니까? 당신은 그 유혹을 뿌리쳐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결정을 후회한 적은 없나요?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다면 그 힘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살렘왕 멜기세덱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14:17~24)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왕의 골짜기에서 살렘왕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마주했다. 살렘왕은 평강의 왕이라는 뜻이다. 멜기
세덱은 의의 왕이란 의미다. 역사적으로는 평화의 성 예루살렘의 왕을 의미한다. 하지만 알다시피 예
루살렘이라는 지명은 후대에 생겨난 것으로 아브람 당시에는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은 성경에 전혀
언급된 적이 없다. 살렘이라는 지명도 구약 성경에서 이곳 외에 시편 76편에 딱 한 번 더 등장한다. 살
렘의 왕 이름이 멜기세덱이다. 그런데 평화의 도시에 있는 의의 왕이 이 시점에 왜 갑자기 아브람 앞
에 등장한 것일까? 또한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맞이하기 위해 들고 나온 포도주와 빵은 어떤 의미를 담
고 있는 걸까?
성경은 멜기세덱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설명한다. 그가 포도주와 빵을 갖고 나왔
다. 멜기세덱은 아브람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한다.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찌어다” (창 14:19~20).
멜기세덱의 축복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아브람을 향한 축복이라는 두 부분으로 나뉜다. 멜기세덱
은 먼저 하나님께 아브람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했다. 만약 그가 지금의 예루살렘 지역을 다스리는 왕
이었다면 그는 하나님을 믿었을 리 만무하다. 아직 아브람을 제외하고는 가나안 땅에 선택받은 사람
은 없다. 지금 하나님은 이 세상 인간 중 아브람 한 사람을 선택하여 믿음의 아버지로 만드는 중이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이미 하나님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는 제사장이다. 도대체 이 멜기세덱은 누구일
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의 여러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먼저 이사야서를 찾아보자.
이사야서 9 장 6 ~ 7절에는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 ()ׂשַ ר־שָ לֹום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שָ לֹום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
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צְ דָ קָ ה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
시리라” (사 9:6-7).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분명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이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핵심 단
어는 ‘샬롬’))שָ לֹום과 ‘즈다콰’()צְ דָ קָ ה다. ‘샬롬’(평강)은 창세기의 ‘살렘’이고 ‘즈다콰’(정의)가 창세기
의 ‘세덱’이다. 결국 살렘왕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브람은 이 세상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
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셈이된다. 무슨 시대착오적인 주장이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
다. 그도 그럴 것이 아브람은 예수님보다 무려 2000여년 전 사람이다. 그런데 그 아브람 앞에 예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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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도가 멜기세덱으로 나타났다고 하면 누가 선뜻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물론 창세기는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지 않고 멜기세덱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이 멜기세덱
에 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히브리서 7장 1절~3절을 읽어보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
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 7:1-3).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에 대해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
어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분’으로 설명한다. 이 땅에 산 인간들 중에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사람은 단 한 분 예수님 밖에 없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당시 예루살렘이라는
어떤 특정한 지역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현현으로 보아야 한다. 히브리서 7장 15절~22절에서 히
브리서 저자는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관계에 대해 이런 부연 설명을 하고 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엣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하므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 것도 온전
케 못할지라)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서 제
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
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 7:15-22).
롯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던 아브람 앞에 멜기세덱이 나타났다. 그는 포도주와 빵을 가
지고 나왔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포도주와 빵을 자신의 살이요 자신의 피라고 설명하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아브람은 자신의 노력으로 어떻게든 언
약의 자손을 가지려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는 것을 아브람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것이다.
실제로 아브람이 몸숨을 걸고 구한 롯은 다시 소돔 땅으로 되돌아갔다. 아브람은 그를 살렸지만 그의
후손과 이스라엘은 후에 원수지간이 된다. 결국 아브람의 인간적 노력은 선을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이 전쟁의 과정에서 아브람은 너무도 크신 분을 직접 만났다. 전쟁보다는 평화를, 인간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해주는 멜기세덱이 그를 찾아 왔다. 우리들의 삶은 때론 전쟁처럼 치열하다. 하
지만 그 전쟁에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어떻게든 살아남으려고 아등바등대는 우리 앞에 어느 날 문
득 포도주와 빵을 들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살렘왕, 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다. 그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고된 짐을 그분 앞에 내려 놓고 쉴 수 있다. 그것이 은혜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삶에서 그 멜기세덱을 만났습니까? 그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았나요? 그 분으로 인
해 당신은 자유와 안식을 경험했습니까? 그 은혜를 감사히 누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이시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창 15:1~6)
(1 절) 이러한 일들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람에게 환상으로 임하여 말하기를
()אַ חַ ר הַ ְדבָ ִרים הָ אֵ לֶה הָ יָה ְדבַ ר־יְ הוָה אֶ ל־אַ בְ ָרם בַ מַ ֲחזֶה לֵאמָֹ֑ ר
두려워 말아라, 아브람아, (ירא אַ בְ ָרם
ָ ל־ת
ִ ַ)א
나는 너에게 방패이다. ()אָ נֹ כִ י מָ גֵן לְָך
너의 상급은 매우 위대하다. () ְׂשכ ְָרָך הַ ְרבֵ ה ְמאֶֹֽ ד
(2 절) 아브람이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 בְ ָרם
주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ה־תתֶ ן־לִ י
ִ ַ)אֲדֹ נָי יֱהוִ ה מ
나는 자녀가 없이 살아 가고 있고 (ירי
ָ֑ ִ )וְ אָ נֹ כִ י הֹולְֵך ע ֲִר
내 집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יעזֶר
ֶֽ ֶ ִיתי הּוא דַ מֶ ׂשֶ ק אֱל
ִ ֵ)ּובֶ ן־מֶ שֶ ק ב
(3 절) 아브람이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 בְ ָרם
보세요. 당신은 저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הֵ ן לִ י ל ֹא נָתַ תָ ה זָ ָ֑ ַָ֑רע
보세요. 내 집에서 자란 사람이 상속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יֹורש אֹ ִ ֶֽתי
ֵ יתי
ִ ֵ)וְ הִ נֵה בֶ ן־ב
(4 절) 그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하기를, ()וְ הִ נֵה ְדבַ ר־יְ הוָה אֵ לָיו לֵאמֹ ר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יר ְשָך זֶ ָ֑ה
ָ )ל ֹא ִ ֶֽי
너의 몸에서 나온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יר ֶ ֶֽשָך
ָ י־אם אֲשֶ ר יֵצֵ א ִממֵ עֶיָך הּוא ִ ֶֽי
ִ ִ)כ
(5 절) 그리고 여호와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וַיֹוצֵ א אֹ תֹו הַ חּוצָ ה ַוי ֹאמֶ ר
하늘을 바라보아라 ()הַ בֶ ט־נָא הַ שָ מַ יְ מָ ה
별들을 세어 보아라, 네가 그들을 셀 수 있다면. (ּוספֹ ר הַ כֹוכָבִ ים ִאם־תּוכַל לִ ְספֹ ר אֹ ָ ָ֑תם
ְ )
여호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לֹו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כֹ ה יִ הְ יֶה ז ְַר ֶ ֶֽעָך
(6 절)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게 되었습니다. ()וְ הֶ א ֱִמן בַ יהוָ ָ֑ה
여호와는 아브람을 의로 (의롭게) 여겼습니다. () ַויַחְ ְשבֶ הָ לֹו צְ דָ ָ ֶֽק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조카 롯을 구출하기 위해 전쟁에 나섰던 아브람이 헤브론으로 돌아왔다. 아브람은 전쟁에서 승리했
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힘도 확인할 수 있었다. 천신만고 끝에 롯도 구출했다. 게다가 그는 멜기세덱
이라는 하나님의 제사장을 만났다. 그 사건은 그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나 조카 롯을 구출한 것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체험이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롯은 다시 소돔으로 갔고 아브람은 일상의 삶
으로 돌아왔다.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가운데 그에게 임했다.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준 말씀
이 참으로 흥미롭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겨보자.
“두려워 말아라 아브람아! 나는 너에게 방패다. 너의 상급은 매우 위대하다.”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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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을 끝내고 돌아 온 아브람은 이제 근동 지방에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 그돌라오멜
을 비롯한 메소포타미아의 연합 세력들과는 원수지간이 되었다. 전쟁에서 패하고 망신을 당한 소돔
과 고모라의 왕들도 겉으로는 아브람에게 고마워했겠지만 속으로는 극도로 경계했을 것이다. 아브
람이 전쟁에서는 이기긴 했지만 그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방이 적으로 둘러 싸여버린 셈이다. 하나
님은 이런 아브람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다. 아브람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
나님 때문이다. 전쟁이 끝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그를 마중 나온 것만 보아
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헤브론에서 이름없이 그럭저럭 잘 살고 있던 아브람은 이제는 주
위를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요주의 인물로 부상했다. 그는 분명 마음이 편치 않았고 불안했을 것이
다. 안 그랬다면 하나님이 공연히 아브람에게 오셔서 두려워 말라고 하셨을 리가 없잖은가? 소돔왕이
전쟁 과정에서 아브람에게 단단히 신세를 졌다. 아브람은 적당한 선에서 소돔왕과 타협할 수 있는 여
지가 있었다. 하지만 막판에 아브람이 소돔왕의 제안을 뿌리침으로써 소돔왕과 분명하게 선을 그었
다. 아마도 그 때문에 소돔왕은 아브람을 우군으로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다. 좋은 일을 해주고도 친
구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 되고 만 것이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아브람과 같은 처지에 있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그 때마다 하나님이 우
리에게 확증해 주시는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는 사실이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
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의 은혜만을 의지하고 살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세상은 호시탐탐 그리스
도인들을 노린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를 적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우리는 묵묵히 나그네 길을 걸어가야 한다. 수 많은 주위의 적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위협할 수 있다. 우
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 세상으로부터 수많
은 화살이 우리를 향해 쏟아질 때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는 분이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다윗은 평생을 통해 전쟁을 치렀고, 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다. 골리앗과의 전쟁은 가장 흥미진진하
지만 사실 가장 싱겁게 끝난 전쟁 중 하나다. 다윗이 치른 진짜 전쟁은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이다. 사울
왕은 죽을 때까지 다윗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그의 뒤를 쫒아다녔다. 왕이 되고 나서도 그에게 평화
란 사치였다. 그의 삶에는 실제로 전쟁이 많았음은 물론이고 내적 전쟁도 끊임이 없었다. 그의 말년에
모든 대적들을 물리친 후 그에게 비로소 진정한 평화가 찾아왔다. 다윗은 그 때의 심정을 이렇게 노래
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반석의 하나
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
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하셨도다” (삼하 22:2~3).
다윗의 삶은 그야말로 파란만장했다. 사방이 그의 적이었다. 장인인 사울왕도 다윗의 대적자였고, 심
지어 아들 압살롬조차 자기를 죽이고 왕이 되고자 구테타를 일으켰다. 그 때마다 다윗은 기적적으로
위기를 모면했다. 요나단이라는 절친이 목숨을 걸고 다윗을 구원했고, 요압이라는 충성스런 부하가
그의 곁에 있었다. 살기 위해 때론 미친 사람 흉내를 내기도 했고, 대적과 손을 잡는 것도 마다하지 않
았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늘 자신과 함께 하며 자기를 보호하고 계신 분이 있
다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된다. 다윗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다. 결국 다윗의 삶을 인
도해간 것은 다윗 자신의 능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아브람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신
다. 아무리 대적들에게 욱여쌈을 당하고 그들이 위협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다. 그 상황은 아
브람 자신의 힘으로 지켜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방패가 되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상급이 매우 위대하다고 말씀하신다. 아브람은 전쟁에서 이겼지만 실상은 얻
은 게 거의 없다. 전쟁의 승리자가 마땅히 취해야 할 노획물조차 소돔왕에게 전부 되돌려 주었기 때문
이다. 게다가 그나마 있던 것도 멜기세덱에게 십분의 일을 바쳤다. 시쳇말로 밑진 장사를 한 셈이다.
그런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다른 상급이 있을 것이고 그 상급은 매우 클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의 이 말씀은 보장된 약속이다. 이미 언약하신 것을 재확인시켜 주고 계시는 거다. 아브람에게 주신 상
급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번영도 아니다. 그가 받을 가장 큰 상급
은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 그 삶에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아브람에게 실제로 일어난
언약은 무엇일까? 뒤이은 말씀을 종합해 보면 결국 약속의 자녀 이삭을 주신 것이었다. 그리고 그 이
삭을 통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통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셨다. 한 개
인에게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급이 어디 있겠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떤 상급을 바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에게도 아브람과 동일한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
속하셨습니다. 그 상급은 과연 무엇일까요? 당신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까?
혹시나 마음 한 구석에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끊임없이 이 땅에서의 번영을 구하고 있지는 않
나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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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람의 푸념 (토요일)
오늘의 본문(창 15:1~6)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두려워 말라. 상급이 위대하다.” 환상 중에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은 짧지만 강렬했다. 그 말씀을 들은
아브람은 늘 자신의 머리 속을 떠나지 않고 있던 풀리지 않는 의문 하나를 떠올렸다.
‘도대체 하나님은 언제 나에게 후손을 허락하시는 것일까?’
아브람이 목숨을 걸고 롯을 구하러 간 것도 따지고 보면 대를 이을 후손 때문이다. 전혀 임신할 기미
를 보이지 않고 있는 아내 사래만 쳐다본 게 도대체 몇 년인가? 우리는 이미 사래가 원래부터 임신이
불가능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 사실을 알 리 없는 아브람은 늘 답답하고 불안했을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쯤되면 사래를 통해 아이를 얻는 것은 단념해야 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람에
게 자손에 대한 축복을 주실 거라고 확실히 언약하셨다. 하나님의 언약과 아브람이 처한 현실 사이에
는 건널 수 없는 큰 강이 가로막고 있었다. 단지 믿음 하나만으로 그 괴리감을 메우기란 역부족이었다.
환상 중에 나타난 하나님은 아브람의 마음 속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의구심은 아랑곳하지 않는 듯
늘 같은 말만 되풀이할 뿐이다. 아브람은 점점 지쳐갔다. 드디어 아브람의 인내는 바닥에 떨어졌다. 급
기야는 두려워 말라, 방패가 되어 주겠다, 하나님이 상급이라는 말씀에 아브람은 그만 발끈하고 만다.
“주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나는 자녀가 없이 살아가고 있고 내집의 상속자는 다메
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창 14:2).
한글 성경 번역을 보면 아브람이 아주 점잖게 말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아브람이 실제로 한 말은
짐작컨대 거의 푸념에 가까웠을 것이다. 이 문장 속에서 아브람이 얼마나 후사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
지 절절히 느낄 수 있다. 사실 아브람의 이야기는 거의 전부가 후사에 관한 문제다. 하나님은 일부러
아브람과 사래가 더 이상 자식에 대한 소망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셨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계획
을 알 리 없는 아브람은 조바심을 내고 무리수를 둔다. “주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라는 구절에는 아브람의 절망감이 짙게 배어 있다. 사실 말이 질문이지 원망 어린 푸념이었다. 아브
람은 하나님께 작정한 듯이 푸념을 해댔다. ‘도대체 언제까지 당신의 약속만 믿고 기다리고 있어야 하
는 겁니까!’
아브람의 경우는 사실 참으로 황당한 케이스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여느 사람들처럼 잘 살고
있던 한 사람을 밑도 끝도 없이 불러 내셨다. 그리고는 아브람이 생각지도 않던 약속을 해 주셨다. 사
실 아브람은 한번도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린 적이 없다. 약속의 땅을 달라고도 한 적이 없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신 것이다. 아브람은 갈 곳이 어디인지 전혀 알
지 못한 채 정든 고향과 아버지집을 떠났다.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도무지 이
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아브람은 머릿속이 매우 복잡해졌다. 도대체 누가 후사가 된다는 것인

가? 롯도 아니라면 다마스커스에서 데리고 온 엘리에셀이란 말인가? 하지만 아무래도 그건 아니지
않는가? 아브람의 푸념은 계속된다.
“보세요. 당신은 저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내 집에서 자란 사람이 상속자가 되게 생겼
습니다” (창 14:3).
아브람은 하나님께 “보세요”라는 말을 두 번이나 연거푸 사용했다. 아브람은 감히 하나님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분명 아브람은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척 외면하고 있는 하나님
이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아브람의 푸념을 좀더 원색적으로 표현한다면 아마도 이렇지 않았을까?
“상급이고 뭐고 다 필요없습니다. 그저 약속하신 대로 아들이나 하나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지금 우리집에서 머슴 노릇하고 있는 엘리에셀이 상속자가 될 판이잖습니까?”
아브람의 푸념을 들어보면 그 속에 우리들의 모습이 보인다. 우리도 갖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하나님
께 기도한다. 경제적인 문제로 기도하는 분도 있고, 가족이나 자신의 건강을 놓고 기도하기도 한다. 남
보다 특별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춘기 자녀를 놓고 기도할 수도 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기
도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다. 아브람처럼 우리도 그저 당면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 그러면서 우리도 아브람처럼 푸념을 한다. 우리의 기도는 늘 눈에 보이는 결
과를 요구한다. 그것도 아주 신속하게.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
는 것처럼 보인다. 설사 응답하신다 해도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응답하시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
린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 그 과정에서 눈
앞의 현실은 점점 더 악화되고 칠흙같은 어둠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맬 때가 많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이 그 과정에서 쉽게 지치고 절망한다. 그런 암흑한 현실을 살아갈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 원망 아닌 원망을 토로하기도 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기는 한가요? 언제까지 당신은 저의 현실을 외면하실 겁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람의 푸념에 바로 응답하지 않으셨다. 이삭은 하나님의 때에 태어나야 한다.
아브람에게서 더 이상 푸념 소리가 나오지 않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다. 인간이 완전히 포기하
는 그 때에야 하나님은 일하신다. 아브람은 아직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기에는 여전히 생각이 많
다. 아직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전히 궁리하고 방법을 모
색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람의 푸념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당신의 때를 참고 기다리셨듯이 지금
도 그러신다. 많은 사람들은 내 뜻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를 간청하며 기도한다. 하지만 기도는 그
런 게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내 뜻을 내려놓는 인내의 과정이 기도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우리도 아브람처럼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 약속
이 당신의 삶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나요? 아니면 당신의 뜻대로 현실이 바뀌어지기를 기도하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되새겨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놓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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