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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아내 사라가 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주일)
오늘의 본문 (창 17:19~22)
(19 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וַי ֹּאמֶ ר אֱֹלהִ ים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 אֲ בָ ל שָ ָרה ִא ְׁש ְׁתָך יֹּ לֶדֶ ת לְׁ ָך בֵּ ן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ת־שמֹו יִ צְׁ ָחָ֑ק
ְׁ ֶקָראתָ א
ָ ְׁ)ו
나는 그와 나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יתי ִאתֹו
ִ מֹּתי אֶ ת־בְׁ ִר
ִ ִ) ַוהֲק
그의 자손을 향한 영원한 언약으로서, ()לִ בְׁ ִרית עֹולָם לְׁ ז ְַׁרעֹו אַ ח ָ ֲָֽריו
(20 절)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들었으므로, ()וָֽ לְׁ יִ ְׁשמָ ֵּעאל ְׁשמַ עְׁ ִתיָך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הִ נֵּה בֵּ ַרכְׁ ִתי אֹּ תֹו
내가 그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יתי אֹּ תֹו
ִ )וְׁ הִ פְׁ ֵּר
내가 그를 매우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יתי אֹּ תֹו בִ ְׁמאֹּ ד ְׁמאָֹּ֑ ד
ִ ֵּ)וְׁ הִ ְׁרב
그가 12 왕자를 낳을 것이다. (יאם יֹולִ יד
ִ נְׁש
ִ ) ְׁשנֵּים־עָשָ ר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ונְׁ תַ ִתיו לְׁ גֹוי ג ָָֽדֹול
(21 절)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יתי אָ קִ ים אֶ ת־יִ צְׁ ָחָ֑ק
ִ )וְׁ אֶ ת־בְׁ ִר
1년 뒤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아이인,
() אֲשֶ ר תֵּ לֵּד לְׁ ָך שָ ָרה לַּמֹועֵּד הַ זֶה בַ שָ נָה הָ אַ ֶ ָֽח ֶרת
(22 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וַיְׁ כַל לְׁ דַ בֵּ ר ִא ָ֑תֹו ַויַעַל אֱֹלהִ ים מֵּ עַל אַ בְׁ ָר ָ ָֽה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는 아브라함의 말은 진심이다. 하나님의 언약에만 매달려
기약 없이 자식을 기다리는 것도 이젠 지쳤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실 때마다 후
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약속은 말뿐이고 실제로 바뀐 건 하나도 없다. 그렇게 같은 자리만
맴돌다가 무심하게 세월만 흘렀다. 이제는 몸의 기력마저 예전 같지 않고 쇠했다. 사라의 상태는 더 절
망적이다. 생리가 끊긴지도 이미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다시 자식 얘기를 꺼내셨다. 그
약속은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어 보인다. 아브라함은 지쳤고 더는 기대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지금
처럼만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라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아브라함의 체념적인 말에 하나님은 매우 단호하게 반응하신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발’ (’)אֲ בָ ל이
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아발’ ()אֲ בָ ל은 원래 ‘진실로’라는 뜻인데 이 말이 부정어로 쓰
일 때에는 매우 강하고 단호한 부정의 의미를 가진다. 이 말은 ‘결코 아니다!’라는 뜻이다. 털끝만큼의
타협의 여지도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 한 마디로 아브라함의 입을 닫아버리셨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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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나는 그의 자손을 향
한 영원한 언약으로서 그와 나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19 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단호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과 언약을 세
우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사라를 통해 아들을 줄 것을 예정해 놓으셨
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런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도리가 없는 아브라함은
조바심이 났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좇아갔다. 그 과정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다. 비록 사랑하는
아내 사래를 통해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엄연히 자신의 핏줄을 이어받은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한참 달랐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전인수로 해석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 오늘날 믿는 우리들이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나 도긴 개긴이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이 만들어 낸 육신의 자녀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이스마엘을 애지중지해도
그것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성경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낸 것을 육신의 열매라 한다. 육신의 열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통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낸 열매다. 육신의 열매가 단지 세상에서 방탕하
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율법을 통해 자신의 의를 입증해 내려는 인간들의 애씀 또한 육신
의 열매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스마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
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
라 났고 자유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갈 4:21~22).
아브라함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 이스마엘을 적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에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
시는 언약의 자녀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니 그 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이스마엘이 눈에 밟혔다.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이삭을 적
자로 주는 대신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확약하신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들었으므로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그를 번성하
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가 열두 왕자를 낳을 것이다.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20 절).
이스마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이 고민할 대상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저질러
놓은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신다. 언약과는 상관없이 생긴 육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
의 삶도 책임지신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
는 것은 그의 인생 전부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책임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
않게 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책임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더 이상 이스마엘에게 집착하지 말고 언약과 그 언약의 자손인 이삭에게 집중하라는 것
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며 살기를 원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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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손에 쥐어진 현재의 아들 이스마엘을 포기하고 아직 그의 손에 잡히지도 않는
미래의 아들을 택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도 비관적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이나 그의 신
념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기에 그분이 이행하실 것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현실을 버
리고 다시 불확실한 미래를 택해야 하는 아브라함은 맘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선택권도 없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
님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언약이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자. 이미 우리의 손에 들어와 있는 좋은 것을 내려 놓고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하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가? 지금까지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라. 매번 우리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이해되는 것들만 선택하
지는 않았는가?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본성을 잘 알고 계신다. 설령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머뭇거리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묵묵히 이행해 가신다. 우리들
의 개인적 소신이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국 그분 앞에 무릎을 꿇
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자신의 뜻을 내려 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나요? 혹시 당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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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이 아흔 아홉에 할례를 받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17:23~27)
(23 절)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그의 돈으로 산 모든 사람,
즉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ל־מקְׁ ַנת כ ְַׁסּפֹו כָל־ ָז ָ֕ ָכר בְׁ אַ נְׁשֵּ י בֵּ ית אַ בְׁ ָר ָהָ֑ם
ִ )וַיִ קַ ח אַ בְׁ ָרהָ ם אֶ ת־יִ ְׁשמָ ֵּעאל בְׁ נֹו וְׁ אֵּ ת כָל־יְׁ לִ ידֵּ י בֵּ יתֹו וְׁ אֵּ ת כ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에 따라 바로 그 날, 그는 그들의 포피를 베었습니다.
(אֱֹלהים
ָֽ ִ עָרלָתָ ם בְׁ עֶצֶ ם הַ יֹום הַ זֶה כַאֲשֶ ר ִדבֶ ר ִאתֹו
ְׁ ) ַויָמָ ל אֶ ת־בְׁ שַ ר
(24 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베었을 때, 그는 99 세였습니다.
(ן־ת ְׁשעִ ים וָתֵּ שַ ע שָ נָ ָ֑ה בְׁ הִ ּמֹּ לֹו בְׁ שַ ר עָ ְׁרל ָָֽתֹו
ִ ֶ)וְׁ אַ בְׁ ָרהָ ם ב
(25 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베었을 때, 그는 13 세였습니다.
(עֶש ֵּרה שָ נָ ָ֑ה בְׁ הִ ּמֹּ לֹו אֵּ ת בְׁ שַ ר עָ ְׁרל ָָֽתֹו
ְׁ ן־שֹלש
ְׁ ֶ) וְׁ יִ ְׁשמָ עֵּאל בְׁ נֹו ב
(26 절) 바로 그 날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בְׁ עֶצֶ ם הַ יֹום הַ זֶה נִ ּמֹול אַ בְׁ ָר ָהָ֑ם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받았습니다. (יִשמָ עֵּאל בְׁ נָֽ ֹו
ְׁ ְׁ)ו
(27절) 그의 집의 모든 남자들, 즉 집에서 태어난 자들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사온 자들은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ומקְׁ נַת־כֶסֶ ף מֵּ אֵּ ת בֶ ן־נֵּכָ ָ֑ר נִּמֹּ לו ִא ָֽתֹו
ִ ) וְׁ כָל־אַ נְׁשֵּ י בֵּ יתֹו יְׁלִ יד בָ יִ ת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은 다시 한 번 후손에 대한 언약을 선포하셨다. 그런데 이번 약속은 그 전과는 달리 매우 구체
적이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는 황당하고 막연한 언약이 아니다. 하나
님이 그 동안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들은 사실 그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막연했다. 인간들도 그런 식의
계약은 하지 않는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외에는 아무 것도 구체화 된 게 없다. 언제, 어떻게, 누구
를 통해 주시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
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이 언약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못박고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개명해주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다. 그것이 약속의 아들
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래를 사라로 개명하셨다. 각각의 이
름에 히브리어 자음 한 개를 추가했는데 그 글자가 ‘헤’()ה다. 이 글자는 은혜, 생기라는 뜻으로 이 글자
를 추가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가 되었고, 사라는 여주인이 되었다. 단지 이름의 뜻이나 좀
더 좋게 하려고 ‘헤’라는 철자를 넣으셨을까? 히브리어 이름에‘헤’가 붙으면 여성성을 나타내는 동시
에 방향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고 흙은 ‘아다마’다. 사람(아담)이 흙(아다마)
으로 지어졌는데 말 그대로 사람은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담 뒤에 ‘헤’
가 추가된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아담이 자신의 갈빗대로 만든 여자를 보고 ‘잇사’라고 불렀다. 남
자라는 단어 ‘잇스’에 ‘헤’라는 글자를 추가함으로써 남자가 여자에게로 향한다는 의미가 된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래의 이름에 ‘헤’를 추가한 것도 같은 이유다. 둘 모두에게 ‘헤’가 들어 있으니
그들이 종착역인 셈이다. 그러면 누구에게서 무엇이 나와 이들에게 향한다는 말인가? 언약의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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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은혜가 나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로 향한다는 말이 된다.
결국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잉태되고 아들이 주어진다는 의
미가 담겨 있다.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능력도, 사라의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
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는데 기여한 것은 눈곱만큼도 없다.
아브라함에게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 자신의 생
식 능력 때문이 아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뒤 그두라라는 여인과 재혼하여 여섯 명의 아들
을 낳았다 (창 25장 참조).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유는 불임인 아내 사라 때문이다.할례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오직 은혜로 후손을 얻게 하겠다는 표식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즉시 할례를 행했다. 할례는 단지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베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의 언
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이다. 할례는 자식의 출생이 인간의 의지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행위다. 할례는 약속의 자녀라는 표시다. 이는 자신의 배후
에 하나님의 힘과 권력이 있다는 식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순간도 살 수 없
는 자라는 자기 실존에 관한 고백이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할례를 명한 당일에 할례를 행했다. 할례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에
게 속한 남자들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야 했다. 아들 이스마엘은 물론 그 집에서 태어난 자들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사온 자들도 예외 없이 모두 할례를 받았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할례가 언약의 표시라고 해서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언약 자손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예수
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했다. 심
지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조차 그런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
을 믿은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했다. 그런 이유로 할례가 교회 전체의 신앙을 흔든 적도 있었다. 그
중 갈라디아 지방 교회가 대표적이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율법주의의 상징으로 생각
하고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
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
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
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갈 5:3~6).
오늘날 우리는 할례 문제로부터 자유로운가? 직접적인 할례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수많은 변
형된 형태의 할례를 내세워 언약 백성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 십일조, 주
일성수 등을 자녀 됨의 증거로 생각하는 분들도 비일비재하다. 그러나 이런 은사나 행위가 하나님 자
녀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증거는 오직 하나뿐이다.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님, 장사한지 사흘 만에 부
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받은 할례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는 할례의 흔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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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찾으실 때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18:1~8)
(1 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 ַוי ֵָּרא אֵּ לָיו יְׁ ה ָ֔ ָוה בְׁ אֵּ ֹלנֵּי מַ ְׁמ ֵּ ָ֑רא
그는 하루 중 더운 때 장막의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וְׁ הוא יֹּשֵּ ב ּפֶתַ ח־הָ אֹּ הֶ ל כְׁ חֹּ ם הַ יֹום
(2 절) 그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그의 맞은 편에 서 있는 3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וַיִ שָ א עֵּ ינָיו ַו ַָ֔י ְׁרא וְׁ הִ נֵּה ְׁשֹלשָ ה אֲ נ ָ֔ ִָשים נִ צָ בִ ים עָלָ ָ֑יו
그는 그들을 보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장막의 문에서 달려나갔고, 땅에 몸을 굽혔습니다.
() ַוי ְַׁרא ַוי ָָרץ לִ קְׁ ָראתָ ם ִמּפֶתַ ח הָ ָ֔ ֹּאהֶ ל וַיִ ְׁשתַ חו אָ ְׁרצָ ה
(3 절) 그가 말했습니다. (ֹּאמר
ָ֑ ַ )וַי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면 제발 당신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אתי חֵּ ן בְׁ עֵּ י ֶָ֔ניָך אַ ל־נָא תַ עֲבֹּ ר מֵּ עַל ַעבְׁ דֶ ָך
ִ ָ)אֲדֹּ נָי ִאם־נָא מָ צ
(4 절)
물을 조금 가져올 것이니, (ט־מיִם
ַ ָ֔ ַ)יֻקַ ח־נָא ְׁמע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וְׁ ַרחֲצו ַרגְׁ לֵּיכֶ ָ֑ם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וְׁ הִ שָ עֲנו תַ חַ ת הָ עֵּץ
(5 절)
제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으니, ()וְׁ אֶ קְׁ חָ ה פַ ת־לֶחֶ ם
당신들의 기운을 차리고 난 후에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וְׁ סַ עֲדו לִ בְׁ כֶם אַ חַ ר תַ ע ָ֔ ֲֹּברו
왜냐하면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כִ י־עַל־כֵּן עֲבַ ְׁרתֶ ם עַל־ ַעבְׁ ְׁדכֶ ָ֑ם
그들이 말했습니다. (ֹּאמ ָ֔רו
ְׁ )וַי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라. ( ָ)כֵּן תַ עֲשֶ ה כַאֲשֶ ר ִדבַ ְׁרת
(6 절) 아브라함이 급하게 장막 안에 있는 사라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 וַיְׁ מַ הֵּ ר אַ בְׁ ָרהָ ם הָ אֹּ ֱהלָה אֶ ל־שָ ָ ָ֑רה וַי ֹּאמֶ ר
속히 고운 가루 3 스아로 반죽하고 떡을 만들어라.
(לושי ַוע ֲִשי עֻגֹות
ִ )מַ ה ֲִרי ְׁשֹלש ְׁס ִאים קֶ מַ ח סָֹּ֔ לֶת
(7 절) 또한 아브라함은 가축에게 달려갔습니다. ()וְׁ אֶ ל־הַ בָ קָ ר ָרץ אַ בְׁ ָר ָהָ֑ם
그는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었습니다.
()וַיִ קַ ח בֶ ן־בָ קָ ר ַרְך וָטֹוב וַיִתֵּ ן אֶ ל־הַ ַָ֔נעַר
하인은 급히 음식을 요리했습니다. ()וַיְׁ מַ הֵּ ר ַלעֲשֹות אֹּ תֹו
(8 절) 아브라함은 버터와 우유와 요리된 송아지를 가져다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יהָ֑ם
ֶ )וַיִ קַ ח חֶ ְׁמאָ ה וְׁ חָ לָב ובֶ ן־הַ בָ קָ ר אֲשֶ ר עָ שָָ֔ ה וַיִ תֵּ ן לִ פְׁ נ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 있는 그들 앞에 서 있었고, 그들은 먹었습니다.
(עלֵּיהֶ ם תַ חַ ת הָ ֵּעץ וַי ֹּאכֵּלו
ֲ )וְׁ הוא־עֹּ מֵּ 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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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 오셨다. 18장과 19장 말씀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
함을 찾은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다. 바로 사라가 임
신을 할 것이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기 위해 오셨다.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와 심판이다. 아이를 낳을 능력
을 이미 상실한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반면, 소돔과 고
모라는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침없었고 무자비했다. 이 과정에서 롯의 가족이 구
원 받았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이유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20 년 이상 살던 땅을 잠깐 뒤돌아
본 것이 소금 기둥이 되야 할 정도로 엄청난 잘못이었는가? 여하튼 그 심판 가운데 은혜를 받은 세 명
이 있었다. 바로 롯과 그의 두 딸이다. 그들은 가까스로 심판을 면했다. 하나님은 그 와중에 롯에게 은
혜를 베푸셨다. 그 이유는 물론 아브라함 때문이다. 18장과 19장은 하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 구
약학자 케네스 메튜스는 그의 주석에서 이 전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명한다.
A: 하나님의 일행이 이삭의 탄생을 예고하다 (18:1~15)
B: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롯의 구원 (18:16~19:29)
C: 롯의 아들 모압과 벤암미의 탄생 (19:30~38)
위와 같은 전체 구조를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보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
다. 하나님은 다양한 형태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데 이번에는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성정을 가진 존
재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셨는데 그들 역시도 인간의 몸을 입
고 나타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을 때 아브라함은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다. 때는 뜨거운 한낮이었다. 여기
서 대조되는 광경 하나를 미리 이야기 해야겠다. 바로 롯이 천사를 만나는 광경인데 먼저 그 두 사람
이 이들을 맞이한 장소부터 살펴 보자. 천사 둘이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은 후 떠나가 소돔성에 다다
랐을 때 롯은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이들을 맞이했다. 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문 앞에 앉
아 있다가 하나님 일행을 맞이했다. 아브라함이 살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거
주했던 장막과 같은 것으로 성막을 뜻하는 ‘오헤르’ ()אֹּ הֶ ל와 같은 단어다. 물론 모든 장막을 ‘오헤르’
라 부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것에 주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장막에 거하게 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는 나그
네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 그리 하신 것이다.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일어나 가시면 그
들도 자기들이 친 장막과 성막 모두를 다 갖고 거처를 옮겨야 했다. 하나님이 멈추면 그들은 그 자리
에 다시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에 정해진 위치에 장
막을 쳤다. 따라서 성막은 모든 장막들의 중심에 있는 장막인 셈이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산 것
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아브라함도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갔으니 말이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를 상징하는 바로 그 장막 앞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 일행을 맞이했다.
반면에 도시는 인간 욕망의 총화다. 도시는 그 자체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한번 도시로 들어간 사
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곳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없다. 도시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 속에 사는 사
람들처럼 욕망을 쫓아가기 십상이고 불행하게도 어느새 그 욕망의 노예가 된다. 가인은 스스로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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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하기 위해 도시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부신 물질 문명을 꽃피웠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스
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하였다. 그런 점에서 바벨은 인간 욕망의 절정을 보여준다. 홍수 심판 후에도 인
간들은 여전히 모여서 성을 만들었다. 그들은 도시를 만들고 사는 것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다. 탑을 만
들어 하늘에까지 이르려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다. 도시는 그런 곳이다. 도시는 하나님을 잊게 하고 마침내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
간의 공간이 되어간다. 적어도 창세기에 나오는 성들은 그런 의미를 가진다. 롯은 아브라함과는 달리
바로 인간 욕망의 총화인 그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을 맞이했다.
아브라함과 롯의 대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 일행 또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과 롯을
찾은 시기도 매우 의미심장하다. 하나님 일행은 하루 중 가장 더운 때에 아브라함을 찾았다. 낮은 인
간이 활동하는 기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이기도 하다. 특별히 성경에서 낮은 하나님께 속한 것
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하루 중 제일 더운 때에 나타나셨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여실히 보여
준다. 그는 낮에 속한 자고 빛의 자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하나님의 두 천사가 롯을
찾아간 때는 저녁 무렵이었다. 낮이 가고 밤이 다가오고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롯의 집에서
식사를 끝내고 자러 들어가던 때는 이미 밤이었다. 그런데 그 밤에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
소동을 부렸다. 이는 소돔 사람들이 밤에 속한 자고 어둠의 자녀들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브라함과 롯의 상반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신앙인으로서 각자의 정
체성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세상이 전부인양 생각하며 이 세상의 풍요를 얻기 위해 아둥
바둥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이 땅의 나그네가 아니라 성을 쌓고 욕망을 따르는 도시인일지
도 모른다. 익숙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롯은 하나님이 그
삶의 터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나서야 소돔을 떠날 수 있었다. 당신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치열한 도시의 삶 가운데에서 생존을 위해 스
스로의 능력을 극대화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다. 빚의 자녀는 낮에 속한
사람이다. 당신은 정말 낮에 속해 자신을 찾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
둠이 내리는 도시의 문 앞에서 지친 몸을 기대고 앉아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오신
다면 당신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맞을 것인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을 쌓아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
까?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
기를 원하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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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이 하나님 일행을 영접하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18:1~8)
하나님 일행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아브라함은 장막 앞 그늘에 앉아 쉬
고 있었다. 그는 한낮의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막을 치고 지냈다. 일상의 고단
한 몸을 달래며 앉아서 쉬고 있던 그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낯선 사람 셋이 맞은 편에 서 있는 것
이 아닌가?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 일행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 보았다. 얼마 전에도 하나님이 그
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식별하는 것은 그리 어
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곧바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 앞으로 달려나가 땅에 엎드렸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간청을 한다.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면, 제발 당신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랍
니다. 물을 조금 가져 올 것이니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시기 바랍니다. 제가 떡을 조
금 가져 오겠으니 당신들의 기운을 차리고 난 후에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당신들
의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창 18:3~5).
아브라함은 하나님 일행에게 간청한다. 아브라함의 말은 지극히 인간적이다. 하나님과는 전혀 어울
리지 않는 말들을 늘어 놓는다. 물로 발을 씻으라는 것도 그렇고, 나무 아래서 쉬시라는 것도 그렇다.
더군다나 먹고 기운을 차리라는 말은 하나님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
브라함의 인간적인 표현들은 우리들에게 매우 친숙하게 들린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
나기 위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전능과 위엄의 모습으로 인간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눈높이를 견지하시겠다는 뜻이다. 여느 인간과 똑 같이, 먼 길을
걸어오느라 발은 흙투성이고 성경엔 기록돼 있지 않지만 아마도 대낮의 더위로 온 몸이 땀으로 범벅
이 돼 있었을 지도 모른다. 아브라함의 눈에 비친 하나님 일행의 모습은 자신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영락없는 인간의 모습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답은 간단하다.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인간이 심판을 받아야 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대속 제물이 있어야 했다. 양이나 송아지의 피는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없앨 수 없다. 인간을 온
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대신 죽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른 이를 대속할 수 없다. 모두가 죄인이므로 대속 제물로서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
해 흠 없는 다른 인간이 필요했다. 그런 이유로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인 다른 인간들
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하는가에 대한 신학적 설명이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맞
는 말이긴 해도 이론에만 치우친 나머지 너무 무미건조하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단지 그것 때문만일까?

11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많은 이적을 행하고 가르침을 주셨다. 그러나 그런 이적이나 가르침만이
그가 보여준 삶의 전부가 아니었다. 광야에서 사십 일을 굶주리며 고난을 자처하셨으며,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기도 했다. 오라비의 죽음 앞에 낙망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보며 함께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고 삶에 지치고 소망이 없는 사
마리아 여인에게는 긴 여행길에 지친 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다가가기도 했다. 예수님은 오직 죄인인
우리를 대속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으려는 목적 하나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모든 소망이 사라져 절망 가
운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가 함께 조용히 눈물 흘려주는 분, 삶에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 곁
에 다가가 말없이 그 손을 잡아 주는 분이 예수님이다.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고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이들 앞에 서서 그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 그분이다. 예수님은 우는 자들에게 울지 말라고 하고 기뻐하
는 자들에게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는 체험이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며 우리의 감
성을 어루만지시는 역동적인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에서 은헤를 발견했다.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홍수 심판을 앞두고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한 바로 그것과 똑같은 은혜이다.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
람들보다 훨씬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에 비해 아브라함이 자격 없는 자
임을 고백하는 말이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자기 고백이다. 아브라함은 99세까지 평생
을 자기 능력에 기대어 살고자 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늘 자기 계획
대로 살아왔다. 기근이 닥치자 이집트로 내려간 것도 그렇고 이집트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 사래를 누이라고 속여 바로에게 팔기까지 했다.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한 거짓말이 들통
이나 결국은 이집트에서 쫓겨나고 만다. 전쟁 통에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단까지 쫓아가 롯을
찾아왔다.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없자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는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아브라
함이 보여 준 것은 뭐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까지 들어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는다. 조금만 일을 해도 이내 지쳐 그늘을 찾게 되고 조금만 앉아 있어
도 나른해져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다. 이제야 아브라함은 깨닫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은 어떤가? 아직도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어 내려고 하지는 않는가? 정말이지 쌔
빠지게 노력해서 겨우나마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자신의 열심으로 이룬 것
들을 한 가득 나열하여 하나님께 제출하고도 점수가 모자랄까봐 조마조마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쩌
면 우리 인생은 강도 만난 인생이고 상처투성이 인생일 수 있다. 이미 상처가 흉터로 영원히 각인되어
어떤 성형 수술로도 지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 바로 이 때가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
을 바라볼 때다. 하나님의 눈에는 단 두음 절만 기록되어 있다. ‘은혜’다. 하나님은 지친 우리를 향해 손
을 내밀며 말씀하신다. “괜찮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라!”

묵상을 위한 질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분은 당신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
까요? 당신은 그분에게서 진정한 은혜를 발견하셨나요? 그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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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이 하나님 일행을 영접하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18:9~15)
(9 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אמרו אֵּ ָָ֔ליו
ְׁ )וַי
너의 아내 사라는 어디에 있느냐? ()אַ יֵּה שָ ָרה ִא ְׁש ֶ ָ֑תָך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וַי ֹּאמֶ ר
그녀는 장막 안에 있습니다. ()הִ נֵּה בָ אֹּ הֶ ל
(10 절) 그(여호와)가 말했습니다. ()וַי ֹּאמֶ ר
내가 반드시 너에게 1 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שֹוב אָ שוב אֵּ לֶיָך כָעֵּ ת חַ ָָ֔יה
보라,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וְׁ הִ נֵּה־בֵּ ן לְׁ שָ ָרה ִא ְׁש ֶ ָ֑תָך
사라는 그 뒤에 있는 장막 문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 וְׁ שָ ָרה שֹּ מַ עַת ּפֶ תַ ח הָ אֹּ הֶ ל וְׁ הוא אַ ח ֲָריו
(11 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וְׁ אַ בְׁ ָרהָ ם וְׁ שָ ָרה זְׁקֵּ ָ֔ ִנים בָ ִאים בַ י ִ ָָ֑מים
사라의 생리는 끊어졌습니다. ()חָ דַ ל לִ הְׁ יֹות לְׁ שָ ָ ָ֔רה אֹּ ַרח ַכנ ִָשים
(12 절)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ו ִַתצְׁ חַ ק שָ ָרה בְׁ קִ ְׁרבָ ּה לֵּאמָֹּ֑ ר
내가 노쇠한 이후에 (ֹלתי
ִ ְׁ)אַ ח ֲֵּרי ב
내가 무슨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겠는가? ()הָ יְׁ תָ ה־לִ י ע ְֶׁד ָָ֔נה
내 주인도 늙었도다. ()וַאדֹּ נִ י זָקֵּ ן
(13 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וַי ֹּאמֶ ר יְׁ הוָה אֶ ל־אַ בְׁ ָר ָהָ֑ם
왜 사라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느냐? ()לָּמָ ה זֶה צָ חֲקָ ה שָ ָרה לֵּאמֹּ ר
“내가 정말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나는 늙었다.”
()הַ אַ ף ֻא ְׁמנָם אֵּ לֵּד וַאֲנִ י זָקַ נְׁ ִתי
(14 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הֲיִ ּפָ לֵּא מֵּ יְׁ הוָה דָ ָבָ֑ר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לַּמֹועֵּ ד אָ שוב אֵּ לֶיָך
1년 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 ָכ ֵּעת חַ יָה ולְׁ שָ ָרה בֵּ ן
(15 절) 사라가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ו ְַׁתכַחֵּ ש שָ ָרה לֵּאמֹּ ר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ל ֹּא צָ חַ קְׁ ִתי
왜냐하면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כִ י י ֵּ ָָ֑ראָ ה
그러나 여호와는 말했습니다. ()וַי ֹּאמֶ ר
아니다. 너는 웃었다. ()ל ֹּא כִ י צָ חָ קְׁ ְׁת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라함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은 하나님 일행은 갑자기 사라를 찾았다. 사라는 그들을 위해 떡을 만
들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장막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 일행과 아브라함이 주고 받는 말에 온통 관심
을 기울이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런 사라의 일거수 일투족을 이미 다 보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사라가 어디에 있는지 물으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녀가 장막 안에 있다고 대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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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일 년 후에 반드시 돌아 올 것이며 그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예언하신다. 사실 아
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미 들은 상태다. 17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다.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은 아바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기보다는 사라를 향한 선포의 말씀이다.
사라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 하신 하나님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
셨다. 아마도 사라의 귀에 또렷이 들리도록 목소리의 톤을 더 높이셨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한 마디
한 마디 또렷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보라.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10절).
사라는 장막 뒤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사라는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왔다. 도대체 하나님이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고 있었다. 아마도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반응을 보인 걸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사라에게 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확신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지도 모른다. 여하튼 사라는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 틀림없다. 사라는 하나님이 이제 와서 늙은 자신을 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사라가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을 수도 있다. 아브라함과 결혼
한 후 아들을 낳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건만 그때는 아무런 응답도 없다가 이제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기력조차 쇠한 이 시점에 나타나서는 뜬금없이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니 화가 치밀 만도 할 것이다. 그
래서 사라의 이 웃음은 허탈함을 넘어서 형언키 어려운 배신감까지 모두 포함된 웃음이다. 사라는 마
음 속으로 말했다.
“내가 노쇠한 이후에 무슨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겠는가? 내 주인도 늙었도다” (12 절).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늙은이였다. 게다가 사라는 생리까지 끊긴지 오래
된 몸이다. 당연히 자식을 낳을 가능성은 제로다. 이 세상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사라가 아들을 낳기
란 불가능하다. 그러니 사라의 이러한 생각을 섣불리 믿음이 없다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 믿음은 맹목
적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들은 흔히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헷갈려 할 때가 있다. 처음엔 자신의 뜻을 놓고 그 뜻대
로 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자신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확신하기에 이른다. 집안에 암환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연히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말기 암이고 암세포가 온 몸에 퍼져 수술도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고 치자. 그런 선고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암울한 현실을 그 자리에서 당장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
고 묵묵히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
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고난 당하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릴 것
이다. 필요하면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알려 중보 기도를 요청하기도 한다. 그렇게 기도에 매달리면서
점점 자기의 생각이 강화된다. 그래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분명
히 암을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라 철석같이 믿는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암을 고치는 것이 하
나님의 뜻이라고 확정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다. 반드시 살아나야 할 사람
들인데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원치 않는 때에 데려가실 때가 많다. 하나님이 살려 주실 것을 믿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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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했지만 현실은 그 믿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다.
하나님은 한 번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기로 확정하셨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
럼 오락가락했다. 지금 사라는 아들에 관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다. 자신은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존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모든 생물학적인 근거가 그 확신을 뒷받침하고 있으니 당연하다. 하
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나 확신에 따라 휘둘리는 분이 아니다. 암환자가 그 암으로 인해 죽을 수
도 있고 하나님에 의해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 도 있다. 그를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그분께 매달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뜻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다.
사라의 경우는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이없는 웃음으로 반응한 사라를 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
“왜 사라가 웃으면서 ‘내가 정말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나는 늙었다’라고 말하느냐? 여호와
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너에게 돌아 올 것이다. 1년뒤에 사라에게 아들
이 있을 것이다” (13 절~14절).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라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다. 사라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무력감에 빠져 자포자기
하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건 사라의 문제다.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반드시 행하신다. 사라의 어이없는 헛웃음에도 불구하고 1년 뒤에는 반드시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십자가는 언약의 증
표이자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우리의 삶이 비록 원치 않는 길로 갈
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진정한 은혜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손길을 느끼는 데 능력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 사실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그분의 뜻인지 아닌지 당신은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 과정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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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였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18:16~21)
(16 절)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어나 소돔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 ַויָקֻ מו ִמשָ ם הָ ֲאנ ָ֔ ִָשים ַוי ְַׁשקִ פו עַל־ּפְׁ נֵּי ְׁסדָֹּ֑ ם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וְׁ אַ בְׁ ָר ָ֔ ָהם הֹּ לְֵּך עִ ּמָ ם לְׁ שַ לְׁ חָ ם
(17 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וַיהֹּ וָה אָ ָמָ֑ר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인가?
()הַ ְׁמכַסֶ ה אֲ נִ י מֵּ אַ בְׁ ָר ָ֔ ָהם אֲשֶ ר אֲנִ י עֹּ שֶ ה
(18 절)
아브라함은 반드시 위대하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וְׁ אַ בְׁ ָר ָ֔ ָהם הָ יֹו יִהְׁ יֶה לְׁ גֹוי גָדֹול וְׁ עָ ָ֑צום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וְׁ נִ בְׁ ְׁרכו ָ֔בֹו כֹּ ל גֹויֵּי הָ אָ ֶרץ
(19 절)
내가 그를 선택하였다. ()כִ י יְׁ דַ עְׁ ִתיו
그가 그의 자식과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하게 하기 위해서,
()לְׁ מַ עַ ן אֲשֶ ר יְׁ צַ וֶה אֶ ת־בָ נָיו וְׁ אֶ ת־בֵּ יתֹו אַ ח ָ ֲָ֔ריו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도록),
(ומ ְׁשּפָ ָ֑ט
ִ )ושָ ְׁמרו דֶ ֶרְך יְׁ ה ָ֔ ָוה ַלעֲשֹות צְׁ דָ קָ ה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ר־דבֶ ר עָ לָיו
ִ ֶ)לְׁ מַ עַ ן הָ בִ יא יְׁ הוָה עַל־אַ בְׁ ָר ָ֔ ָהם אֵּ ת אֲש
(20 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וַי ֹּאמֶ ר יְׁ ה ָ֔ ָו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
(י־רבָ ה וְׁ חַ טָ אתָָ֔ ם כִ י כָבְׁ דָ ה ְׁמאֹּ ד
ָ֑ ָ ִ) ַזעֲקַ ת ְׁסדֹּם ַועֲמֹּ ָרה כ
(21 절)
내가 내려가서 보려고 한다. ()אֵּ רֲ דָ ה־נָא וְׁ אֶ ְׁר ָ֔ ֶאה
과연 나에게 들려온 부르짖음 대로 그들이 멸망해가고 있는지,
()הַ כְׁ צַ עֲקָ תָ ּה הַ בָ אָ ה אֵּ לַי עָשו כָלָ ָ֑ה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내가 알려고 한다. ()וְׁ ִאם־ל ֹּא אֵּ דָ עָ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두 번의 반복되는 하나님의 언약 선포가 끝났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아들을 낳아야
하는 사라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을 선포하셨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선포하신 하나님 일행은
일어섰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았다. 과거에 롯이 부족한 목초지 문제로 인해 아브람과
헤어질 때 바라보았던 그 땅이다.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의 풍요로운 땅
처럼 보였다. 마침내 롯은 그곳을 향해 떠났다. 롯이 떠난 지 20여년이 훨씬 더 지난 시점에 롯이 서서
바라보던 그 자리에 하나님 일행이 서 계신다. 롯이 그 자리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세상의 영
광과 풍요를 꿈꾸었다면 하나님 일행은 심판과 멸망을 생각하고 계신다.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
이 임할 때가 이른 것이다.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하셨을까? 소돔과 고모라 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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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JL1]:

다른 도시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정도로 거룩했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눈에 세상에서 제
일 타락하고 죄로 오염된 곳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키려는 이유는 단 하나,
롯 때문이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서 다시 롯에게로 넘어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을 선포하신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창세기 18 장 16절부터 19장 19 절까지 이어
지는 긴 이야기다. 케네스 메튜스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롯 이야기를 다음과 같은 교차배열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A: 하나님 일행이 소돔을 바라 봄 (18:16)
B: 아브라함과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18:17 – 21)
C: 아브라함의 소돔을 위한 간청 (18:22 – 33)
D: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함 (19:1 – 3)
E: 천사들과 롯에 대한 소돔인들의 무례한 행동 (19: 4 – 11)
F:소돔을 멸망을 선포함 (19: 12 – 13)
E’: 롯의 사위들이 롯의 청을 거절함 (19:14)
D’: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을 떠남 (19:15 – 16)
C’: 롯이 소알로 가겠다고 간청함 (19:17 – 22)
B’: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함 (19:23 – 26)
A’: 아브라함이 소돔을 바라 봄 (19:27 – 28)
요약 (19:19)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조를 잘 파악한다면 전체 이야기의 주제를 금방 찾아낼 수 있다. 위 구조에 따
르면 대개의 경우 가장 가운데 부분이 핵심 주제이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 가장 가운데 위치한
부분은 소돔의 멸망이 선포되는 부분이다. 하나님의 선포는 그 자체로 불가역적이다. 절대로 취소되
거나 바뀔 수 없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선포로 소돔과 고모라는 구원받을 기회를 영영 잃게 되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보자. 소돔을 향해 떠나는 하나님의 일행을 아브라함이 따라 나섰다. 하나님의
일행을 배웅하기 위해서다. 길을 걷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
분은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둘째 부분은 소돔에 대한 심판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며 셋
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아
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로 하여금 위대하고 강한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런 언약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몹시도 벅찼을 것이다. 그의 후손들이 살아갈 영광스러운 미래
를 상상하며 만면에 미소를 짓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 세상의 삶
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보고 흥분하기에 앞서 그의 후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각자의 현실에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노파심에 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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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뒤, 그 후손들은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
이 죽은 후 사백여 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다. 이집트를 나온 그들은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십 년을 보낸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도 수백 년 동안 혼란스런
사사 시대를 보낸다. 그들이 영화를 누린 시기는 기껏해야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로 고작 팔
십 년 정도에 불과하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았
다는 증거는 매우 희박하다. 결국 앗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남유
다가 멸망한 후에는 그들은 이천 년간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다. (물론 1948 년에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
가 회복되었다.) 그 과정에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신약으로 넘어오는 중간기에 형성된 유대주의
는 후에 메시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 보
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이 결코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결국 그리스
도 외에 다른 답을 찾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우리는 그리
스도 밖에 있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더군
다나 하나님도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었다. 그런데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과 가까워졌다 (엡 2:11~13참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우리가 약속
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바로 예수님
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약속이다. 오직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가 세워져야
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아브라함에
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약속은
당신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그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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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망해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18:16~21)
이제 하나님은 화제를 아브라함에게서 소돔과 고모라로 돌리신다. 두 번째 오신 목적을 실행하시기
위해서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은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과 정반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로 그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보려고 한다. 과연 나에
게 들려온 부르짖음대로 그들이 멸망해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알려고 한다” (20-21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부르짖고 있는 외침을 들으셨다. 그들은 무엇을 외치고 어떻게 외쳐댔는
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들으셨는가? 참고로, 한글 개역개정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
르짖음”으로 번역되어 있다. 하지만 원문으로 보면 주어는 ‘부르짖음’이다. 몰론 소돔과 고모라는 외
치는 주체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니고 ‘그들의’ 부르짖음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을 향해,
세상을 향해,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 부르짖었다. 과연 그들이 부르짖은 것은 무엇일까?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부르짖었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다. 다만, 오늘날 세상이 부르짖는 것이 무엇
인지 유추해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이나 문화는 바뀌어 가지만 인간 내면의 죄성은 아담 이래 지금까지 하나도 변
한 게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고 그것은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았다. 인간에게 있어 불변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내면의 욕망’이다. 인간
의 욕망과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 대척점에 있다. 둘은 상호 공존할 수 없다. 상극이다.
인간의 욕망이 초래한 재앙에 관해서는 앞서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 이미 살펴 보았다. 아담과 이브는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처럼’되고자 선악과에 눈을 돌리고 급기야는 그것을 따서 먹었다. 그 결
과 그들은 이 땅에 선악 기준을 가지고 오는 대신 인류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 놓았다. 그들의 첫
아들 가인은 질투심에 동생을 죽였다. 하나님의 절대 신임을 받는 아벨을 제거함으로써 유아독존의
지위를 누리려 했을지도 모른다. 살인을 저지르고 유리 방황하던 가인이 놋땅에 거하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도시(성)를 만드는 일이었다.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도시에 정착하면서부터 인간
욕망은 끓어오르는 용광로 같은 것을 만들었다. 그 성은 물질 문명의 시발점이자 토대가 되었지만 동
시에 죄악의 터전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호된 물 심판으로 단 여덟 명만 살아 남게 된 후에
도 인류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인간들은 시날 땅에 바벨이라는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 거대한 탑을
쌓아 하늘에까지 이르려고 했다. 이처럼 기회만 있으면 호시탐탐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인간이다.
욕망이란 그 끝이 없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욕망은 하늘을 향한 대적의 외침으로 나타난다. 어떻게 해
서든 하나님처럼 되려고 애를 쓴다. 욕망이 만들어 낸 산물들은 일견 아름답게 보이고 정의롭게 보이
며 인간들 눈에 선하게 보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자신들의
의를 뽐내며 그렇지 못한 죄인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며 살았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 칭하기
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가차없이 돌을 들어 죽였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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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JL2]: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
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
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
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마 23:2~7).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죄악들만 욕망의 산물로 생각한다. 술 취하고, 간음하고, 분노하고, 절제하
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들을 속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려 이런 것들만 욕
망으로 생각한다. 물론 그러한 것들은 분명 인간 욕망의 왜곡된 분출이다. 하지만 이에서 더 나아가 스
스로를 이롭게 하려는 모든 행동들 또한 욕망의 산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욕망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 장에서 그들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폭로하셨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마 23:33).
그들이 악을 행했거나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아서 이런 말을 퍼부으신 게 아니다. 그들이 뱀이 되고 독
사의 새끼들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
니”했기 때문이다 (롬 10:3).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다. 물론 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외침
은 아니다. 그들의 외침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모든 노력이었을 것이다. 하
나님의 위치에 이르려는 욕망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
람들은 누구나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망했다고 하
는데 그것은 너무 피상적인 해석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악들은 비단 동성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출된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으로 인해 스스로 멸망을 자
초했다. 하나님은 멸망해 가는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기만 하실 뿐이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신
을 비교하면서 혹시 그들보다 나음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을 향해 삿대
질을 해대는 것은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소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 구석으로 밀어 놓은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뱀이나 독사의 자식이라는 독설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 던진 말이 아니다. 세리를 지
칭한 말도 아니다. 이 말은 다름 아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독설이다.
오랜 신앙 생활 동안 몸에 밴 의로 자신을 포장하지 말라. 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밖에
없다는 절실함, 그런 은혜로만 사는 자들이 성도들이다. 하나님을 향한 죄의 부르짖음은 은혜 안에 거
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의 분출인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인간들이 가진 모든 욕망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을 지향합니다. 당신은 그 욕망을 어떻게 처리하
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십자가에 못박고 진정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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