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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돔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주일
)오늘의 본문 (창 18:22~33
)וַיִּ פְ נּו ִּמשָּׁ ם הָּׁ ֲאנ ִׁ֔ ִָּּׁשים ַויֵּלְ כּו ְס ֹ֑דמָּׁ ה( (22 절)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습니다.
)וְ אַ בְ ָּׁרהִָּׁׁ֔ ם עֹודֶ ּנּו עמֵּ ד לִּ פְ נֵּי יְ הוָּׁה(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אמר( (23 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וַיִּ גַש אַ בְ ָּׁרהָּׁ ם וַי ַ ֹ֑
ם־רשָּׁ ע( ?정말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것입니까
)הַ אַ ף ִּת ְס ִֶׁ֔פה צַ ִּדיק עִּ ָּׁ
)(24 절
)אּולַי יֵּש ח ֲִּמ ִּשים צַ ִּדיקִּ ם בְ תֹוְך הָּׁ ִּ ֹ֑עיר( 만약 50 명의 의인이 그 도시에 있다면,
)הַ אַ ף ִּת ְספֶה( ?정말로 멸하실 것입니까
א־תשָּׁ א לַמָּׁ ִׁ֔קֹום( ?그 곳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וְ ל ִּ
) לְ מַ עַן ח ֲִּמ ִּשים הַ צַ ִּדיקִּ ם אֲשֶ ר ְבקִּ ְרבָּׁ ּה( 그 곳에 있는 50명의 의인을 위해서라도,
)(25절
)חָּׁ לִּ לָּׁה לְ ָך( 당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일을 통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고 의인을 악인과 같이 여기는 것은
שע(
ם־רשִָּׁׁ֔ ע וְ הָּׁ יָּׁה כַצַ ִּדיק כ ָָּּׁׁר ָּׁ ֹ֑
) מֵּ עֲשת כַדָּׁ בָּׁ ר הַ זֶה לְ הָּׁ ִּמית צַ ִּדיק עִּ ָּׁ
)חָּׁ לִּ לָּׁה ִָּׁׁ֔לְך( 당신과 거리가 멉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הֲשפֵּט כָּׁל־הָּׁ ִׁ֔ ָּׁא ֶרץ לא ַיעֲשֶ ה ִּמ ְשפָּׁט(
)וַיאמֶ ר יְ ה ִׁ֔ ָּׁוה( (26 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소돔 도시 안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 ִּאם־אֶ ְמצָּׁ א בִּ ְסדם ח ֲִּמ ִּשים צַ ִּדיקִּ ם בְ תֹוְך הָּׁ ִּ ֹ֑עיר(
ֲבּורם( 그들을 위해서 그 모든 지역을 용서하겠다.
אתי לְ כָּׁל־הַ מָּׁ קֹום בַ ע ָּׁ
)וְ נָּׁשָּׁ ִּ
אמר( (27 절) 아브라함이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 ַו ַיעַן אַ בְ ָּׁרהָּׁ ם וַי ַ ֹ֑
보소서. 비록 나는 티끌과 재이나 내 주께 감히 말하기 원합니다.
) הִּ ּנֵּה־נָּׁא הֹואַ לְ ִּתי לְ דַ בֵּ ר אֶ ל־אֲד ִָּׁׁ֔ני וְ אָּׁ נכִּ י ָּׁעפָּׁר וָּׁאֵּ פֶר(
)אּולַי יַחְ ְסרּון ח ֲִּמ ִּשים הַ צַ ִּדיקִּ ם ח ֲִּמשִָּׁׁ֔ ה( (28 절) 만약 의인 50 명에 5 명이 부족하다면
)הֲתַ ְשחִּ ית בַ ח ֲִּמשָּׁ ה אֶ ת־כָּׁל־הָּׁ ִּ ֹ֑עיר( ?5명 때문에 온 도시를 멸하실 것입니까
)וַיאמֶ ר(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그 곳에서 45 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을 것이다.
) לא אַ ְש ִׁ֔ ִּחית ִּאם־אֶ ְמצָּׁ א שִָּׁׁ֔ ם אַ ְרבָּׁ עִּ ים ַוח ֲִּמשָּׁ ה(
אמר( (29 절) 아브라함은 또 다시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יסֶ ף עֹוד לְ דַ בֵּ ר אֵּ לָּׁיו וַי ִׁ֔ ַ
)אּולַי יִּ מָּׁ צְ אּון שָּׁ ם אַ ְרבָּׁ ִּ ֹ֑עים( ?만약 그 곳에서 40 명을 찾으신다면요
)וַיאמֶ ר(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לא אֶ עֱשִֶׁ֔ ה בַ עֲבּור הָּׁ אַ ְרבָּׁ עִּ ים( 그 40명으로 인하여 멸하지 않을 것이다.
)וַיאמֶ ר( (30 절)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אַ ל־נָּׁא יִּ חַ ר לַאדנָּׁי ַואֲדַ ִׁ֔ ֵּב ָּׁרה(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아뢰는 것을 허락하소서.
ֹלשים( ?만약 30 명을 찾으신다면요
)אּולַי יִּ מָּׁ צְ אּון שָּׁ ם ְש ִּ ֹ֑
)וַיאמֶ ר(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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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내가 그 곳에서 30 명을 찾는다면 멸하지 않을 것이다.
(ֹלשים
ִּ )לא אֶ עֱשִֶׁ֔ ה ִּאם־אֶ ְמצָּׁ א שָּׁ ם ְש
(31 절)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וַיאמֶ ר
내 주께 감히 말하기를 원합니다. ()הִּ ּנֵּה־נָּׁא הֹואַ לְ ִּתי לְ דַ בֵּ ר אֶ ל־אֲד ִָּׁׁ֔ני
만약 그곳에서 20명을 찾으신다면요? (ֶש ִּ ֹ֑רים
ְ )אּולַי יִּ מָּׁ צְ אּון שָּׁ ם ע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 ר
그 20명으로 인하여 멸하지 않을 것이다. (ֶש ִּרים
ְ )לא אַ ְש ִִּׁ֔חית בַ עֲבּור הָּׁ ע
(32 절)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וַיאמֶ ר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한번만 더 아뢰는 것을 허락하소서.
()אַ ל־נָּׁא יִּ חַ ר לַאדנָּׁי ַואֲדַ בְ ָּׁרה אַ ְך־הַ ִַׁ֔פעַם
만약 그 곳에서 10 명을 찾는다면요? ()אּולַי יִּ מָּׁ צְ אּון שָּׁ ם עֲשָּׁ ָּׁ ֹ֑ר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 ר
그 10명으로 인하여 멸하지 않을 것이다. ()לא אַ ְש ִׁ֔ ִּחית בַ עֲבּור הָּׁ עֲשָּׁ ָּׁרה
(33 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가셨습니다.
() ַו ֵּילְֶך יְ ה ִׁ֔ ָּׁוה ַכאֲשֶ ר כִּ ִָּׁׁ֔לה לְ דַ בֵּ ר אֶ ל־אַ בְ ָּׁר ָּׁהֹ֑ם
아브라함도 그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וְ אַ בְ ָּׁרהָּׁ ם שָּׁ ב לִּ ְמקמֹ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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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조카 롯
이 살고 있는 그 땅에 곧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을 알게 된 그는 마음이 급해졌다. 온 일행 중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여호와 하나님과 아브라함 둘만 남게 되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가
까이 다가갔다. 소돔 땅에는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다. 그런 이유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서든 소
돔의 멸망을 막고 싶었다. 그는 급한 마음에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정말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것입니까? 만약 50명의 의인이 그 도시에 있다면, [그래도] 정말
로 멸하실 것입니까? 그곳에 있는 50 명의 의인을 위해서라도 그곳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당
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런 일을 통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고, 의인을 악인과 같이 여기는 것은
당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3~25절).
아브라함의 말은 구구절절 옳은 말이다. 분명 하나님은 의인을 악인과 함께 심판하는 분이 아니다. 아
무 죄없는 무고한 사람들까지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공의로운 분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질
문한다. “정말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것입니까?” 아브라함은 소돔에 분명 의인이 있을 것이라
고 생각했다. 거기에 함정이 있다. 과연 인간의 눈에 의로운 사람으로 보인다고 해서 하나님 눈에도 그
렇게 보일까?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의로운 자라고 여기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의로운 사람으
로 보이는 사람들도 있다. 인간의 선악 기준으로는 완벽에 가까운 의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그
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그런 것이 아니다. 세상에서 남보다 훨씬 의롭게 사는 사람이 아니
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자가 누구겠는
가? 인간은 그 누구도 자기 행위로는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다. 오직 은혜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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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는 사람이 의인이다. 의로움은 인간이 자기 행위로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선언
받는 것이다. 전도자가 이렇게 말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
에 네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
주하였다는 것을 네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전 7:20~22).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아무리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도 한 번쯤은 타인을 정죄하고 저주한 적은 있다. 마음의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고 의를 지킨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간음하고 마음으로 살인을 한다고 말씀하셨다. 그렇기에 의인은 없나
니 하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 있을 뿐이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할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
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
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
도다 함과 같으니라” (롬 4:5~8).
칭의라는 말이 있다. 행위를 통해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선
언해 주시는 것이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의인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죄를 눈감아 주고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다. 사도 바울이 인용한 다윗의 시
는 다윗이 밧세바를 사실상 강간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게한 일을 하나님께 지적받고 난 이후에
지은 시다. 그가 진정한 의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언받지 않았다면 이 시는 나올 수 없
었다. 다윗은 스스로 자신을 용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고, 그의 심각한 과오에
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임을 이 시를 통해서고백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기도로 돌아와 보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롯을 구
해달라는 것이다. 사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에 50명의 의인이 살고 있으리라고는 추호도 생각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 말의 진의는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는 중에 50명만이라도
용서하고 구원해 달라는 말일 것이다. 하나님 입장에서 공의와 은혜는 동전의 양면이다. 공의가 없으
면 은혜는 그 빛을 상실한다. 은혜가 없는 공의는 무자비한 공포만 있을 뿐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공
의를 통해 은혜를 만들어 내신다. 은혜를 위해 공의의 심판을 내리시는 것이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
의의 심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떨어진 것이고, 그것을 통해 인간을 향해서는 무한한 은혜를 베푸
셨다.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 떨어지는 순간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쳐 우리에게까지 오게된 것이
다. 공의의 심판이 없는 무조건적 은혜는 없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그
진노를 받아내신 그리스도로 인해 눈물을 흘려야 하고,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자라는 기
쁨을 누려야 한다. 이율배반 같지만 한편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기뻐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게 되었나요? 당신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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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18:22~33)
아브라함이 질문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말에 응답하셨다. 하나님의 응답은 너무 쉽고 명쾌했다.
말하자면 “그러지 뭐!” 이정도로 대답하신 거다. 얼마나 단순 명료한가? 그러자 아브라함의 마음이 불
안해졌다. 만약 50명을 못찾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모든 사람이 멸망을 당해야 한단 말인가? 아
브라함은 의인의 숫자를 낮추었다. 스스로 생각해 봐도 50명은 너무 많았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
의 눈치를 보았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변함이 없어 보였다. 아브라함은 슬쩍 다섯 명을 줄인다. 다
섯 명이 부족하다고 그 때문에 온 도시를 멸망하는 것은 좀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반문한다.
아브라함은 스스로를 “티끌과 재”로 표현한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놔라 배놔라 할 수 있는 어떤
권한도 없다는 걸 잘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고 있는 것이다. 독자들은 여기
서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왜 아브라함은 이토록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하고 있는 걸까? 사
실 아브라함의 머리 속에는 온통 조카 롯 생각으로 가득차 있다. 어떻게 해서든 롯과 그 가족을 구원
하고 싶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롯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어도 됐을 텐데 그는 그렇게 하
지 않았다. 아브라함과 헤어져 소돔으로 떠나간 뒤 롯은 아마도 한 번도 삼촌을 찾지 않은 듯하다. 그
가 전쟁 포로로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 천신만고 끝에 롯
을 구출해냈지만 그는 소돔에 여전히 남았고 거의 소돔 사람이 됐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자기 조카
롯만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염치없는 일이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도시 전
체를 하나님의 신판으로부터 막고 싶었을 것이다.
다섯 명이 줄어든 45 명을 제시하자 이번에도 하나님은 흔쾌히 응수하셨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
이 확고하심을 직감했다. 아브라함은 마음이 조급해졌다. 다섯을 줄여 40명을 제시했다. 여전히 하나
님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 아브라함은 점점 초라해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 또 숫자를 줄여야
했다. 하나님의 눈치를 살폈다. 하나님의 뜻은 확고해보였다. 하나님 눈에서 추호도 흔들리지 않는 심
판의 의지가 보였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숫자를 줄이면 하나님이 “이제 그만하자”며 역정을 내실 것
같기도 했다. 아브라함은 말한다.
“내주여, 노하시 마시고 아뢰는 것을 허락하소서. 만약 30명을 찾으신다면요?” (30절).
하나님은 이번에도 아브라함의 말에 긍정으로 답했다. 아브라함은 숫자를 30명, 20명, 10명까지 줄여
간다. 스스로 생각해도 자신이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땅엔 한 사람의 의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솔직히 지금 하나님께 간청하고 있는 아브라함 자신도 그렇다. 그가 의인이어서 하나님께 이
런 간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도 오직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 아브라함은 10명을
끝으로 더는 간청을 하지 않았다. 이제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셨고 아브라함도 자신의 처소로 돌아갔
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 내용을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로
이해한다. 물론 아브라함이 자신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기 때문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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렇게 이해하는 것도 일견 타당하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
신 셈이다. 하나님은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 진노의 잔을 퍼부셨고, 그곳에 살던 사람들 중 단 세 명만
겨우 심판을 면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미 확정되었다. 하나님은 인간들과 달라서 자신이 계획한 뜻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
는 분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보고자 했다. 바로 사랑하는 조카 롯 때문이다. 재
미있는 사실은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그 생각까지 다 알고 계셨고, 그것까지 자신의 계획 속에 포
함해 놓으셨다. 그래서 두 명의 천사를 미리 소돔과 고모라로 보내신 것이다. 그 두 천사가 소돔과 고
모라로 간 이유는 엄밀히 말해 그 도시에 심판을 내리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심판에서 롯과 그의 가족
을 살려내기 위해서였다. 아브라함은 이런 하나님의 깊은생각을 미처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롯을
구하기 위해서는 무작정 소돔과 고모라 전체가 심판을 면해야 한다고만 생각했다. 이 때문에 아브라
함이 집요하게 간청한 것이다.
우리가 하는 기도도 이럴 때가 많다. 가족 중 누군가가 중한 병에 걸렸거나, 아이들이 대학 입시를 앞
두고 있을 때,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린다. 때론 밤새도록
기도하기도 하고, 새벽마다 졸린 눈을 비비며 교회로 가기도 한다. 어떨 때는 공동체에 사정을 알려 모
두가 합심하여 중보 기도를 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데도 상황은 변하지 않고
도리어 점점 악화될 때도 있다.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은 것일까? 그 많은
사람들의 기도를 완전히 외면하신 것일까? 아브라함처럼 끈질기게 매달리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못마땅해 하시는 것일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걸까? 죽어가는 가
족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고, 경제적인 문제로 잠못이루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등을 돌
리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믿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반드시 기
억해야 할 것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을 외면하고 수수방관하는 심술궂은 분이 아니다. 하나님
은 일부러 우리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 그 이유는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깨우치게 되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마침내 고난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 그렇기에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르쳐 주시려는 그분의 깊은 뜻과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 우리의 신앙은 한 차원 더 성장하게 된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의 간절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지 않거나 더 나빠진 경우가 있었나요? 그 때 당신은
어떻게 했나요? 지금그때의 상황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고통의 시간이 당신에게
가르쳐 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7

롯이 하나님의 천사를 맞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19:1~3)
(1 절) 그날 저녁에 그 천사들 2명이 소돔으로 갔습니다. () ַויָּׁבאּו ְשנֵּי הַ מַ לְ אָּׁ כִּ ים ְסדמָּׁ ה בָּׁ ִֶׁ֔ע ֶרב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ר־ס ֹ֑דם
ְ )וְ לֹוט ישֵּ ב בְ שַ ע
롯은 그들을 보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일어났고, 땅에 얼굴을 굽혔습니다.
(אתם וַיִּ ְשתַ חּו אַ פַיִּ ם אָּׁ ְרצָּׁ ה
ָּׁ ִׁ֔ ) ַוי ְַרא־לֹוט ַויָּׁקָּׁ ם לִּ קְ ָּׁר
(2 절) 롯이 말했습니다. ()וַיאמֶ ר
내 주여, 제발 당신 종의 집으로 돌이켜 들어 오시고, 주무시고,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
길 바랍니다. () הִּ ּנֶה ּנָּׁא־אֲדנַי סּורּו נָּׁא אֶ ל־בֵּ ית עַבְ ְדכֶם וְ לִּ ינּו וְ ַרחֲצּו ַרגְ לֵּי ִֶׁ֔כם
일찍 일어나시고, 당신들의 가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וְ הִּ ְש ַכ ְמתֶ ם ַו ֲהלַכְ תֶ ם לְ דַ ְרכְ כֶ ֹ֑ם
그들이 말했습니다. (אמרּו
ְ )וַי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보낼 것이다. () ִׁ֔לא כִּ י בָּׁ ְרחֹוב נָּׁלִּ ין
(3 절) 롯이 강하게 그들에게 간청했고, 그들은 그로 인해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יתֹו
ֹ֑ ֵּ)וַיִּ פְ צַ ר־בָּׁ ם ְמ ִׁ֔אד ַו ָּׁיסֻרּו אֵּ ִָּׁׁ֔ליו ַויָּׁבאּו אֶ ל־ב
롯은 그들을 위해 무교병을 구우며 식사를 대접했고, 그들은 먹었습니다.
() ַו ַיעַש לָּׁהֶ ם ִּמ ְש ִׁ֔ ֶתה ּומַ צֹות אָּׁ פָּׁה וַיאכֵּלּ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들고 간청하고 있는 사이 천사 둘은 소돔으로 갔다. 천사들은 저녁 무렵 소돔
에 도착했고 그때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다. 롯은 그들을 보고는 일어나 땅에 얼굴을 굽혔다. 그
리고는 그들은 강권하여 집으로 들여 무교병을 구워 식사를 대접했다.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하고 롯이 천사들을 영접하는 과정에 몇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된다. 첫째,
하나님이 천사 둘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았을 때는 대낮이었다. 하지만 천사들이 롯을 찾았을 때는 해
가 지는 저녁 무렵이었다. 어두움은 빛의 부재, 나아가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
혜가 철회된 상황을 의미한다. 엄밀히 말해 하나님이 은혜를 거두어 들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빛으로
나오기를 싫어하는 형국인데 그 이유는 어둠에 속한 자들이 빛으로 인해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날것
을 꺼리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3:19~20 참조). 어둠에 속한 자라는 말을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은 분명 죄
에 빠져 방탕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릴 것이다. 그런 자들은 당연히 어둠에 속한 자들이고 하나
님의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낸 사람들은 빛에 속한 사람이라고 에둘러 판단한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인간 사회에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전
혀 다르게 말하고 있다. 빛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모두 다 어둠
에 속한 자들이다. 그런 그들에게 빛이 계시되었다. 그런데 누가 빛으로 나왔는가? 세리일까? 아니면
바리새인일까? 유감스럽게도 세리가 빛으로 나와 빛의 자녀가 됐다. 바리새인들은 에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먼저 그들은 자신들의 위선이 만천하에 드러날까 두려워 했
다. 스스로 의를 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이 실제로는 의가 아닌 허구였음을 인정하기 싫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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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런 그들의 위선적인 모습을 향해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일갈하셨다. 이처럼 성경
에서 말하는 빛과 어두움에 속한 자는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르다. 빛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로 들어오는 자들이다. 반대로 어두움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 심판 아래 있는 모
든 자를 말한다.
둘째, 아브라함은 장막 앞에서 하나님과 천사들을 맞이했다. 그러나 롯은 도시의 성문 앞에서 천사들
을 맞았다. 학자들은 롯이 성문 앞에 있었다는 말은 당시 정치 문화적 배경을 고려해 롯이 그 성의 유
력한 지도자 중 한 사람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추정한다. 롯은 나그네로 소돔에 들어가 2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며 유력자의 위치에까지 올랐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아브라함은 여전히 나그네 신
세로 헤브론 마므레에 우거하고 있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스스로를 순례자라 칭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이 땅이 전부인 양 이 땅에 애착을 갖고 산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부의 결핍, 권
력의 결핍, 명예의 결핍을 고난이라고 여긴다. 천사들이 만난 롯도 분명 피곤에 지친 모습이었음에 틀
림이 없다. 그곳에서 살아남고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
을까?
셋째,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복음을 들고 오셨다. 하나님은 소망없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약속하셨다. 그러나 롯에게는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왔다. 소돔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함이다. 물론 롯은 그 심판으로부터 구
원을 받는다. 하지만 롯의 구원은 진정한 구원이라 할 수 없다. 그의 모든 재산은 유황불에 잿더미가
됐다. 소돔성에서 쌓은 정치적, 사회적 지위도 하루 아침에 날아갔다. 게다가 피신하는 와중에 아내까
지 잃는다. 산속 조그만 굴로 피신한 그는 딸들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아들들을 낳는다. 정말 겨
우뿐인 구원이다. 그는 목숨만 부지했을 뿐 그 외에 모든 것을 잃었다.
천사들이 소돔 땅에 심판이 임할 것을 알리고 롯을 구출하기 위해 직접 그곳을 찾았다. 천사들이 그곳
을 찾은 이유는 롯이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다. 하나님이 택한 한 사람,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다. 롯
은 그 아브라함의 조카였기 때문에 그를 구원하기로 하신 것이다. 천사들이 오자 롯은 그들을 융숭히
영접했다. 롯이 그들을 보자마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임을 알아 보아서 그랬는지 아니면 멀리서
온 나그네를 대접하는 당시 풍습 때문에 그랬는지는 알 수 없다. 여하튼 그는 밖에서 밤을 보내겠다는
천사들을 강권하다시피해서 집안으로 들인다. 그리고는 무교병을 구워 극진히 대접했다.
우리는 천사들이 직접 롯에게 찾아간 이유를 잘 알고 있다. 롯은 스스로의 의로움 때문에 마땅히 구원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저 아브라함의 조카라는 이유만으로 심판을 면했을 뿐이다.
롯을 구원하기 위해 그를 찾아간 천사의 모습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
수님을 생각해 본다. 우리에게 무슨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나 한가? 아무런 자격없고 허물 뿐인
우리를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때가 되매 구원하셨다. 그것도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
길 수 없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며 말이다.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길이 없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구원받은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당신은 그 이유를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서 찾고 있는 사람
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만 오롯이 의지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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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죄악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19:4~11)
(4 절) 그들이 눕기 전 그 도시 남자들, 소돔 남자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그 집을 둘러쌌습니다.
() טֶ ֶרם יִּ ְשכָּׁבּו וְ אַ נְ שֵּ י הָּׁ עִּ יר אַ נְ שֵּ י ְסדם נָּׁסַ בּו עַל־הַ ִׁ֔ ַביִּ ת ִּמ ַּנעַר וְ עַד־ז ֵּ ָֹּׁ֑קן
그 모든 사람들은 사방에서 모였습니다. ()כָּׁל־הָּׁ עָּׁם ִּמקָּׁ צֶ ה
(5 절)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אמרּו ִׁ֔לֹו
ְ )וַיִּ קְ ְראּו אֶ ל־לֹוט וַי
오늘 밤 너에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אַ יֵּה הָּׁ ֲאנ ִָּּׁשים אֲשֶ ר־בָּׁ אּו אֵּ לֶיָך הַ לָּׁ ֹ֑יְ לָּׁה
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와라. ()הֹוצִּ יאֵּ ם אֵּ ִֵּׁ֔לינּו
우리가 그들을 알 것이다.(그들을 상관하리라) ()וְ נ ְֵּדעָּׁה אתָּׁ ם
(6 절) 롯이 문 밖의 그들에게 나가 뒷 문을 닫았습니다. () ַויֵּצֵּ א ֲאלֵּהֶ ם לֹוט הַ פֶ ְֹ֑תחָּׁ ה וְ הַ דֶ לֶת סָּׁ גַר אַ ח ֲָּׁריו
(7 절) 롯이 말했습니다. (אמר
ֹ֑ ַ )וַי
내 형제들아, 제발 악을 행하지 말아라. ()אַ ל־נָּׁא אַ חַ י תָּׁ ֵּרעּו
(8 절)
보라. 나에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다.
()הִּ ּנֵּה־נָּׁא לִּ י ְשתֵּ י בָּׁ נֹות אֲשֶ ר לא־י ְָּׁדעּו ִִּׁ֔איש
지금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데려올 것이다. ()אֹוצִּ יאָּׁ ה־ּנָּׁא אֶ ְתהֶ ן ֲאלֵּי ִֶׁ֔כם
그들에게 너희 눈에 좋을대로 해라. () ַועֲשּו לָּׁהִֶׁ֔ ן כַּטֹוב בְ עֵּינֵּיכֶ ֹ֑ם
오직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 ַרק ָּׁל ֲאנ ִָּּׁשים הָּׁ אֵּ ל אַ ל־תַ עֲשּו דָּׁ ִׁ֔ ָּׁבר
왜냐하면 이들은 내 집의 지붕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כִּ י־עַל־כֵּן בָּׁ אּו בְ צֵּ ל ק ָּׁר ִּתי
(9 절) 그들이 말했습니다. (אמרּו
ְ )וַי
물러나라! ()גֶש־הָּׁ לְ אָּׁ ה
그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אמרּו
ְ )וַי
이 자는 잠시 머무르려고 왔는데 벌써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הָּׁ אֶ חָּׁ ד בָּׁ א־לָּׁגּור וַיִּ ְשפט שָּׁ ִׁ֔פֹוט
자, 우리가 그들보다 너에게 더욱 악을 행할 것이다. ()עַתָּׁ ה נ ַָּׁרע לְ ָך מֵּ ֶהֹ֑ם
그들이 롯을 강하게 밀쳐냈고 문을 부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וַיִּ פְ צְ רּו בָּׁ ִּאיש בְ לֹוט ְמ ִׁ֔אד וַיִּ גְ שּו לִּ ְשבר הַ דָּׁ לֶת
(10 절) 그 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뻗어서 롯을 그들이 있는 집으로 끌어 들였고, 그 문을 닫았습니
다. ()וַיִּ ְשלְ חּו הָּׁ ֲאנ ִָּּׁשים אֶ ת־י ִׁ֔ ָָּּׁׁדם ַויָּׁבִּ יאּו אֶ ת־לֹוט ֲאלֵּיהֶ ם הַ ָּׁבֹ֑יְ תָּׁ ה וְ אֶ ת־הַ דֶ לֶת סָּׁ גָּׁרּו
(11 절) 천사들은 작은 자나 큰자나 상관없이 문 밖에 있는 남자들의 눈을 잠시 멀게 했습니다. (וְ אֶ ת־
) הָּׁ ֲאנ ִָּּׁשים אֲשֶ ר־פֶתַ ח הַ בַ יִּ ת הִּ כּו בַ סַ נְ ו ִּ ִֵּׁ֔רים ִּמקָּׁ טן וְ עַד־ג ָֹּׁ֑דֹול
그들은 문을 찾는데 지쳐버렸습니다. ()וַיִּ לְ אּו לִּ ְמצא הַ פָּׁתַ ח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저녁 식사가 끝났다. 천사들은 롯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아침 일찍 롯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
해내겠다는 생각을 하며 잠을 청하려 했다. 바로 그 때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고 말았다. 소돔성에 거
하는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 들었다. 성경은 그 도시 남자들, 소돔 남자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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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집을 둘러쌌다고 기록하고 있다. 천사들이 롯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는
지는 알 수는 없다. 집을 둘러싼 그들은 다짜고짜 천사들을 내어 놓으라고 롯을 협박했다. 천사들과 상
관하겠다는 말이다. 상관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야다이’를 번역한 것으로 동침한다는 뜻이다. 몰려든
사람들이 죄다 남자들이니 그들은 동성과 성관계를 하겠다고 난리치고 있는거다.
사실 동성간의 성적인 문란은 역사적으로 뿌리가 깊다. 성경의 주요 무대인 그리스-로마시대에는 동
성애가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다. 우리가 잘 아는 소크라테스도 동성애자로
알려져 있다. 아테네 귀족 출신의 젊고 잘 생긴 한 청년이 소크라테스에게 구애를 했다. 그런데 소크
라테스는 그의 구애를 받아주지 않았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는 이미 다른 청년과 사귀고 있었기 때
문이었다고 한다. 이렇듯,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는 동성애가 마치 지배 계급의 특권처럼 여
겨지던 시절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의 리스트에 남색하
는 자를 넣었었다 (고전 6:9~10). 이렇듯 동성애는 분명한 죄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동성애를 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찬성해서도 안된다.
동성애가 죄라는 것에 분명한 태도를 갖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문제는 창세기 19장을 동성애라
는 주제로 읽는 것이 과연 맞느냐 하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단순하게 동성애자로 정죄해서 그 때문에 이들이 심판받았다고 결론내리기에는 다
소 꺼림칙하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린 남자, 청년, 노인을 막론하고 롯의 집으로 달려들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거기다 롯이 거하는 소돔성뿐만 아니라 이웃 고모라성에 거주하는 남자들까지 합세
했다. 여기서 어린 남자라 번역된 ‘나아르’ () ַנעַר는 단순히 어린 아이가 아니라 몸은 이미 결혼할 나이
에 이르렀으나 아직 결혼하지 않은 젊은 남자를 뜻하는 단어다. 따라서 오늘날로 치면 성인 남자들이
천사들이 오자 그들과 상관하겠다고 폭동 수준의 난동을 부린 것이다. 왜 그랬을까? 이들이 소돔과 고
모라에 오는 모든 나그네들에게 매번 이렇게 무례한 행동을 저질렀다고는 볼 수 없다. 아마도 다른 이
유가 있어서 하나님의 천사에 대해 유독 이런 반응을 보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단언컨데, 하나님은 이들이 동성애를 했기 때문에 심판한 것이 아니다.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만 동
성간의 성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 만연한 보편적인 문제
였다. 특히, 당시에는 이른 바 이방 성전에는 창녀는 물론 창남들을 두고 이들과 성관계를 하는 것을
허용했다. 사람들은 이를 일종의 종교 의식으로 생각했고, 이들과의 성관계를 통해 신 앞에 정결하게
설 수 있다는 의식이 만연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런 성관계를 우상 숭배로 규정하고
엄하게 금하고 있다. 신명기 23장 17 절에는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신 23:17).
여기서 여자 창기와 남창은 히브리어로 각각 ‘크데사’ (קְדֵּשָׁ֖ה
ָּׁ )와 ‘카데쉬’(קָּׁדָׁ֖ש
ֵּ )로 그 뜻은 ‘성스럽게 하
는 자’라는 뜻이다. 그들은 성전에서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음으로써 그곳에 온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싯딤에 이르렀을 때 이런 이방의 종교 의식에 참여
했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 민수기 25장 1절~3 절을 읽어보자.
“이스라엘이 싯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
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
이 바알브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민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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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남자들을 함정에 빠뜨린 여자들이 모압 사람들이다. 알다시피 모압은 롯이 소돔과고모라
의 심판을 피해 산속 굴에 거할 때 그의 큰딸과 관계해서 낳은 아들 이름이다. 결국, 이날 롯의 집으로
몰려든 남자들은 아마도 이방신들을 섬기는 예를 따라 종교 의식을 행하고자 했던 것이라 생각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을 재구성해보자. 롯의 집에 웬 남자 둘이 찾아 왔다. 롯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
이 그들을 보았다. 그들이 보기에도 이 천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매우 특별한 사람들로 보였
다. 그들을 신의 대리인 또는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 생각했고 그 소문은 삽
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다. 이웃 도시인 고모라의 남자들까지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 두 도시의 남
자들은 신이 허락한 일생 일대의 호기라 생각했고, 하나 둘 롯의 집으로 몰려들어 금새 아수라장이 되
었다. 남자들은 서로 먼저 천사들과 동침하겠다고 난리법석을 떨었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이렇
게 난리를 친 이유는 단지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다. 천사들과 성관계를 통해 자신
들의 더러워진 몸을 정화하고자 하는 일종의 종교 의식을 치르고자 했던 것이다.
이러한 이방신을 숭배하는 의식은 후에 이스라엘에서도 암암리에 행해졌다.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
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긴 기간보다 우상을 섬긴 기간이 훨씬 더 길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
님을 섬긴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이방의 종교 의식을 그대로 답습했다.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왕
이 된 요시아 왕이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할 때의 상황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내다가 에루살렘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다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
니 그 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왕하 23:6~7).
유다가 멸망할 즈음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그토록 혐오하는 남창이 하나님의 성전에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한 게 아니라 이방 종교들처럼 성창
이라 불리는 창녀나 남창들과의 성관계를 통해 자신의 몸이 깨끗게 된다고 믿었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었다. 우리는 이미 거룩한 존재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스스로 다른 방법을 통해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자 노력하는 이들이 여전히 있다. 이는 예수님
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스스로의 몸을 정결케 하
고자 천사들에게 달려들었던 그 사람들의 모습과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거룩하고 의롭게 되려
는 오늘날의 사람들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은 필자의 개인적인 착시일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들에
대해 이렇게 경고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
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히 10:29).

묵상을 위한 질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생각은 어떤 것이었나요? 그들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자신이 의롭게 된다고 생각합니까?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합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실제 삶에서는
다른 것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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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의 정체성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19:4~11)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소돔의 남자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들었다. 비단 소돔 남자들뿐 아니라 고모라 남자들까지 들이닥쳐
소동을 부렸다. 그들은 마치 이성을 잃은 사람들 같았다. 이번이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기회로
생각했는지 죽기살기로 난동을 부렸다. 그런 그들을 롯이 홀로 막아섰다. 롯이 그들에게 말했다.
“내형제들아, 제발 악을 행하지 말라. 보라. 나에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어. 지금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데려올 것이다. 그들에게 너희 눈에 좋을대로 해라. 오직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것도
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들은 내 집의 지붕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창 19:7~8절).
롯은 그들에게 “내 형제들아”라고 불렀다. 이 말은 단지 상대방에게 친근감을 주기 위해 부르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이미 롯이 그들과 같은 사회적, 문화적, 심지어 정치적으로 하나임을 확증해 주는 말
이다. 롯이 그들에게 형제들이라고 부른 이유는 자신이 그들 사이에 잠시 거하는 나그네가 아니라 정
말로 그들과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동지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은 롯의 개인적인 착각일
뿐이었다. 소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아무리 롯이 그곳에 오래 살았고, 아무리 그가 정
치적인 입지를 다졌다 해도 그들의 눈에 롯은 여전히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이방인일 뿐이었다. 그들
은 롯의 제안을 한 마디로 일축하며 롯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 자는 잠시 머무르려고 왔는데, 벌써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9절).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다. 소돔과 고모라에 전쟁이 나서 도시 전체가 함락되고 약탈 당했을 때 아브라
함이 전쟁에 참여해 그들을 구했다. 롯의 삼촌인 아브라함 덕분에 소돔과 고모라는 쉽게 안정을 찾을
수 있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삼촌 덕에 소돔 땅에서 어깨에 힘께나 주고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에게는 혈맹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들의 주술적인 종교
의식이다. 지금 그들에게 평생 한 번 올까말까한 기회가 찾아왔다. 그런데 롯이 그들 앞을 결사적으로
가로막고 있으니 그들은 롯을 이방인 취급할 수 밖에 없었다.
롯은 평생을 자신의 정체성마저 버리고 소돔 사람들과 하나가 되려고 애를 썼다. 그의 생각은 어느 정
도 먹혀 들었다. 특히 삼촌의 도움으로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가
장 중요한 종교 문제에 직면하자 결국 그들과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가? 세상에서 마치 카멜레온 같은 삶을 살지만 내면으로부터 외치는 성령님의 소리를 들을 때 세상과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고 갈등한 경험은 없는가?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섞
여 세상과 함께 살고 있지만 완전히 그들과 동화되지 못하는 어정쩡한 경험을 해 봤을 것이다. 엘리야
는 이세벨이 두려워 바알과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백성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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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
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왕상 18:21).
롯은 소돔에 살면서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그들과 동화되길 원했지만 그들의 종교에는 완전히 동화
되지 않았던 것 같다. 소돔 사람들은 롯의 경제적, 정치적 파워는 인정했지만 그를 그들과 같은 동지
로 받아들이지는 못했다. 그런 둘 사이의 어정쩡한 관계가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가 마침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그의 집을 찾음으로 인해 드디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이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다. 우리
의 삶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정쩡한 상황에 있을 때, 또는 세상에 빠져 하나님을 잊고 살 때, 어
느 날 문득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신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의 정체성을 극명하게
드러나게 만든다. 물론 자신의 정체가 만천하게 공개 될 때 심적으로, 육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 하나님의 그런 직접적 개입이 없이 나의 정체
성을 확인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편지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
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약 1:2~3).
여기서 ‘시험’은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 (πειρασμός)다. 금이 들어 있는 광석을 풀무에 넣어 이물질을
완전히 태우고 나면 순금이 나오는 것을 말한다. 광석이 풀무불에서 녹아지는 시련이 없으면 금은 세
상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 소돔에서 그들과 어울려 사는 롯은 자신을 소돔 사람이라고 철석
같이 믿었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개입하심으로 인해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존재로 인식되고 있는지 비로소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 소돔에서 그는 여전히 이방인이었고 잠
시 머무는 나그네일 뿐이었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다. 오늘 롯을 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
인인 우리들도 각자 자기의 정체성을 생각해 보기 바란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삶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어 그들과
한통속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속에서 당신은 어떤 갈등을 하고 있나요? 그 과정에서
당신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아직도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주저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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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19:4~11)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롯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신의 딸들까지 동원했다. 아직 남자를 모르는 딸 둘이 있는데 그 딸
들을 내어줄테니 천사들은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애원했다. 롯은 자기 집안으로 들어 온 천사들을 절
대 내어줄 수 없다고 버텼다.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의 남자들은 롯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그
들은 롯을 강하게 밀쳐 냈고 문을 부수려고 몰려들었다. 소란이 일어나는 동안 지켜만 보고있던 천사
들이 이 사태에 개입했다. 천사들은 위험에 처한 롯의 손을 잡아 집안으로 끌어들였고, 문을 닫았다.
그리고 성밖에서 소란을 피우는 남자들의 눈을 멀게 했다. 눈이 멀게 된 그들은 도저히 문을 찾을 수
가 없었다. 소동은 이쯤에서 마무리가 됐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커다란 의문점이 생긴다. 그것은 바
로 이어지는 롯의 이해못할 행동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의 더더욱 이해못할 반응 때문이다.
롯은 남자들의 난동을 잠재우고 천사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즉, 아직 처
녀인 자신의 딸 둘을 내어주겠다고 애원했다. 도대체 아버지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게다가 그의 딸들은 이미 정혼자가 있었다. 약혼한 상태라는 말이다. 당시 근동 지방의 풍습상 약혼한
여자들은 이미 신랑과 결혼한 거나 다름없었다. 롯은 약혼의 대가로 사위들로부터 결혼지참금도 두
둑히 챙겼을것이다. 이제는 아무리 자기가 낳은 딸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롯은 자신의 딸을 선뜻 내어줄테니 마음대로 하라고 했다. 롯으로서는 법적, 윤리적
으로 말도 안되는 제안을 한 셈이다.
그런데 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소돔과 고모라의 남자들이 이런 롯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다는 점
이다. 그들은 롯이 그렇게 간청하는데에도 “물러나라!”라고 외치며 롯의 제안을 한 마디로 묵살했다.
솔직히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롯의 제안은 매력적으로 들렸을 것이다. 그들은 롯이 허락했으니 당당
히 그 딸들을 데리고 나가면 될 일이다. 구태여 손님으로 찾아 온 천사들과 반인륜적인 짓을 벌일 필
요도 없었다. 일백 번 양보해서 이들이 동성애에 환장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롯의 집 앞에서 벌
이는 난동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문제를 단지 윤리적인 관점으로 바라 볼 수만은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이 소돔과 고모라
의 사건은 단순히 인간의 윤리적 타락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사
람들의 음란한 종교적, 주술적 행위들을 고발하고 있다. 즉, 여호와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거룩한
백성들과 이방 사람들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문란하고 주술적인 삶의 중간에 롯이 있다
는 점이다. 하나님은 롯의 후예들인 모압과 암몬 족속은 영원히 회중에 들지 못할 것이라 못박았다.
“암몬 사람과 모압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 대뿐 아니라 영
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신 23:3).

15

이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 오지 못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그들을 길에서 영접하지 않았고, 메소포타미아 사람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
스라엘을 저주하게 한 것 때문이라 한다. 재미 있는 사실은 신명기에서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 오지 못
하는 사람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고환이 상한자나 음경이 잘린 자다.
이들은 당대에만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 올 수 없다. 다음 부류는 사생자다. 이들은 10대에 이르기까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 오지 못한다. 마지막이 암몬과 모압이다. 이들은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
올 수 없다. 하나님은 왜 암몬과 모압이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하신 걸까?
성경은 심판을 경고할 때마다 단골처럼 소돔과 고모라를 악의 상징으로 언급한다. 예수님은 열두 사
도를 임명한 후 그들을 파송했다. 그들을 내어보내시며 당부하시길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
아 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마 10:5-6)고 말씀하셨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다. 만약 그들이 영접하지 않으면 방문했던 집이나
성에서 나와 발에 먼지라도 떨어버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이렇게 경고하신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곰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마 10:15).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창녀나 세리같은 죄인들이 아니었다.
문둥병자와 같은 공동체에서 버려진 사람들도 아니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정면으로 거부했던 사람
들은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스스로 생각한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었다. 그들
은 자기 의로 똘똘 뭉쳐 하나님의 의를 힘써 거부했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스스로 높아져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한 자들이다. 그것이 우상 숭배다. 신랑이신 예수님을 떠나 다른 구원을 따르는 것이 간
음이고 음란이다.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자신들의 종교 의식을 위해 하나님이 파견한 천사들과 동침하려 난동을 부
렸다. 그들은 결코 스스로를 음란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다. 도리어 종교적으로 스스로를 깨끗
하게 하는 의식을 행한다고 생각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섬김, 문란한 종교적 주술 행위를 심판하
셨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결국 그
리스도의 전적인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의를 쌓는데 급급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
나님을 떠난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을 떠났는지조차 깨닫지 못한다. 스스로 높아진 사람들이 다 그렇
다. 마치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묵상을 위한 질문
소돔과 고모라는 그들의 교만 때문에 멸망당합니다. 그들이 가진 교만은 무엇이었나요? 스스로를
높이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의를 쌓으려는
이방 종교들과 하나님의 가르침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나요? 그 사실이 당신에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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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으로 여겼더라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19:12~16)
(12 절) 그 천사들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אמרּו הָּׁ ֲאנ ִָּּׁשים אֶ ל־לֹוט
ְ )וַי
이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עד ִּמי־לְ ָך ִׁ֔פה
사위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이 도시에 너에게 속한 누구라도,
()חָּׁ תָּׁ ן ּובָּׁ נֶיָך ּובְ נ ִׁ֔ ֶתיָך וְ כל אֲשֶ ר־לְ ָך בָּׁ ִּ ֹ֑עיר
이 곳에서부터 데리고 나가라. ()הֹוצֵּ א ִּמן־הַ מָּׁ קֹום
(13 절)
우리가 이곳을 멸망시킬 것이다. ()כִּ י־מַ ְשחִּ ִּתים ֲא ִַׁ֔נחְ נּו אֶ ת־הַ מָּׁ קֹום הַ זֶ ֹ֑ה
그들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컸기 때문이다. ()כִּ י־ג ְָּׁדלָּׁה צַ עֲקָּׁ תָּׁ ם אֶ ת־פְ נֵּי יְ ה ִׁ֔ ָּׁוה
여호와께서 이 곳을 멸하시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 ()וַיְ שַ לְ חֵּ נּו יְ הוָּׁה לְ שַ חֲתָּׁ ּה
(14 절)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 ַויֵּצֵּ א לֹוט וַיְ דַ בֵּ ר אֶ ל־חֲתָּׁ נָּׁיו ֹלקְ חֵּ י בְ נתָּׁ יו וַיאמֶ ר
일어나라,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 ()קּומּו צְ אּו ִּמן־הַ מָּׁ קֹום הַ ִֶׁ֔זה
여호와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것이다. ()כִּ י־מַ ְשחִּ ית יְ הוָּׁה אֶ ת־הָּׁ ִּ ֹ֑עיר
그러나 그 사위들의 눈에 그는 농담하는 것같이 되었습니다. ()וַיְ הִּ י כִּ ְמצַ חֵּ ק בְ עֵּינֵּי חֲתָּׁ נָּׁיו
(15 절) 동이 틀 때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אמר
ֹ֑ )ּוכְ מֹו הַ שַ חַ ר ָּׁע ִָּׁׁ֔לה ַוי ִָּּׁאיצּו הַ מַ לְ אָּׁ כִּ ים בְ לֹוט ל
일어나라! 여기서 발견되는 네 아내와 네 두 딸을 데려가라.
(ת־שתֵּ י בְ נתֶ יָך הַ ּנִּ ְמצָּׁ ִׁ֔את
ְ ֶת־א ְש ְתָך וְ א
ִּ ֶ)קּום קַ ח א
이 도시의 심판 때 네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ן־תסָּׁ פֶה בַ עֲֹון הָּׁ עִּ יר
ִּ )פ
(16 절) 그러나 롯은 꾸물거렸습니다. ()וַיִּ ְתמַ הְ מָּׁ ּה
그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 그리고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ד־א ְשתֹו ּובְ יַד ְשתֵּ י בְ נ ִׁ֔ ָּׁתיו
ִּ ) ַו ַי ֲחזִּקּו הָּׁ ֲאנ ִָּּׁשים בְ יָּׁדֹו ּובְ י
롯에게 있는 여호와의 자비로 인하여, ()בְ חֶ ְמלַת יְ הוָּׁה עָּׁלָּׁ ֹ֑יו
그 천사들은 롯을 데리고 나가 도시 밖에 두었습니다. ()וַיצִּ אֻהּו ַויַּנִּ חֻהּו ִּמחּוץ לָּׁעִּ יר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한바탕 소동은 그렇게 끝이 났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되자 사람들은 이리저리 헤매다가 마침내 지쳐서
돌아간 모양이다. 드디어 바깥이 조용해졌다. 천사들이 롯에게 말했다.
“이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사위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이 도시에서 너에게 속한 누구라도
이곳에서 데리고 나가라. 우리가 이곳을 멸망시킬 것이다. 그들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서 컸기 때
문이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 (창 19:12~13).
롯은 삼촌 아브라함과 살면서 여호와의 능력을 간접적으로나마 경험한 적이 있다. 아브람을 따라 이
집트에 갔을 때, 그의 숙모 사래의 일로 인해 그렇게 강한 이집트 왕 바로가 속수무책으로 여호와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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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도 목격했다. 롯은 여호와의 전능하심을 체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여호와가 심판한다
고 하니 당연히 마음이 급해졌다. 천사들이 롯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예고했다. 하지만 차근차
근 대비할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 말 그대로 심판이 도적같이 임한 것이다. 이 밤이 지나면 심판
이 임한다. 롯의 가족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미리 듣게 된 것이다. 다행히 그들에게는 피할 수 있
는 기회가 주어졌다. 롯의 직계 가족뿐 아니라 어떤 형태로든 롯의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은 구원의 대
상이 된다. 지금 롯의 집에는 롯의 아내와 롯, 그리고 두 딸 밖에 없다. 천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롯은 마
음이 다급해졌다. 그는 밖으로 뛰어나가서 급히 두 딸의 사위들을 찾아 임박한 심판을 전했다.
“일어나라. 이 곳에서 나가야 한다. 여호와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것이다” (창 19:14).
예비 장인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들은 사위들은 장인이 지금 자기들에게 농담을 하
고 있다고 생각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가? 소돔과 고모라는 옛부터 지
금까지 쭉 있어온 도시다. 물과 목초지가 풍부해서 팔레스틴 지방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이름난
곳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커다란 도시를 이루고 살고 있는 풍요로운 곳이다. 그런데 이
도시가 하루 아침에 멸망당한다고 하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게다가 사위들이 여호와를 알았
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 창세기 19 장까지 여호와는 오직 아브라함만 선택했고, 아브라함 한 사람에
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니 소돔과 고모라에 살던 사람들이 어찌 여호와에 대해 알 수 있겠는가?
그들은 장인의 경고를 농담이라 여기고 철저하게 무시했다.
롯의 사위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이성, 그리고 합리적 판단에 근거해서 장인 롯의 말이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으로 판단했다. 몇 번의 전쟁을 겪은 그들이니 아마도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나라가 군
사를 일으켜 쳐들어 온다고 경고했다면 분명히 그 말은 믿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믿지도 않을 뿐
더러 존재조차 불분명한 여호와라는 신이 이렇게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하루
아침에 멸망시킨다고 하니 누군들 그 사실을 믿을 수 있었겠는가?
유감스럽게도 롯의 사위들의 태도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발견된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세상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이 세상에서
의 명예를 추구하고, 부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성령
님이 마음 안에 계신다고 하면서도 늘 그분은 뒷방 신세다.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신앙은 신앙이고 현
실은 현실일 뿐이다. 하나님 말씀조차도 철저히 계산적이고, 합리적이며, 이성적 범위 내에서만 이해
하려고 한다. 말로는 하나님의 신비하고 절대적인 능력에 의존한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세상 사람
들보다 더 현실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 우리의 현실 속에 하나님이 깊이 개입하신다는 말은
그들에겐 빈 말일 뿐이다. 겉으로는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하게 불신하고 있는 모양새다. 그 결
과 신앙과 현실 간의 간극이 너무 커서 이율배반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다. 그들을 향해 지금도 성
령님은 경고음을 울리고 계시지만 그 소리는 농담처럼 철저하게 무시되기 십상이다.
롯의 사위들을 쉽게 비난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그럴 수 밖에 없다.
그들에게는 롯의 절박한 외침이 농담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다르다. 우리들은 마음 속
에서 외치는 성령님의 경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지만 그 소리를 외면한 채 세
상에만 매몰되어 살아가고 있다면 당신은 롯의 사위처럼 성령님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기는 자일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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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위들을 설득하는 동안 새벽이 밝아왔다. 천사들은 롯을 재촉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천
사들은 사위들을 포기하고 두 딸과 아내만 데리고 급히 소돔을 떠나라고 명령했다. 하지만 롯은 그러
지 못했다. 롯이 꾸물거리자 천사들이 롯,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잡아채어 그들을 이끌고 급
히 소돔을 빠져 나갔다.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한 이유는 단 하나다. 하나님이 롯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다. 롯
이나 그의 가족이 잘 났다거나, 의롭게 살았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구원받을만한 조건
을 갖추어서가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특별히 롯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다 (창 19:29).
롯은 스스로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 롯의 가족은 더더욱 그렇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만한 어떠한 조건도 갖
추지 못했다. 태어나서 평생 동안 선을 행하며 산 사람이나, 매일 죄만 짓고 살던 사람이나, 선교사로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나, 자기 삶에 매몰되어 세속적인 삶을 살고 있던 사람이나 모두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우리의 구원에 우리 스스로의 노력은 눈곱만큼도 기여한
게 없다. 은혜란 그런 것이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해 은혜로 우리를 자녀삼아 주신 것이다. 내가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구원받은 것이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다. 하나님은 지금 심판에 직면한 소돔에서 롯을 구원하는 모습을 통해
우리의 구원이 자기 의가 아니라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보여주고 계신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이 당신에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당신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나요? 당신이 구원받은 자라면 하
나님은 왜 당신을 구원하신 걸까요? 그 과정에서 당신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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