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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이 구원되다 (주일)
오늘의 본문 (창 19:17~23)
(17 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 때, 한 명이 말했습니다.
()וַיְ הִ י כְ הֹוצִ יאָ ם אֹ תָ ם הַ חּוצָ ה ַוי ֹאמֶ ר
네 생명을 위해 도망가라! ()הִ מָ לֵט עַל־נַפְ שֶֶׁ֔ ָך
뒤를 돌아 보지 말아라! ()אַ ל־תַ בִ יט אַ ח ֶ ֲֶׁ֔ריָך
들에서 멈추지 말아라! ()וְ אַ ל־תַ עֲמֹ ד בְ כָל־הַ כִ כָ ָּ֑ר
산으로 도망가라! 멸망 당하지 않으려면! (ֶן־תסָ פֶה
ִ )הָ הָ ָרה הִ מָ לֵט פ
(18 절) 롯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לֹוט
내 주여, 제발, 안됩니다. () ֲאל ֵֶהָּ֑ם אַ ל־נָא אֲדֹ נָי
(19 절)
보세요. 당신의 종이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받았고, (ָ)הִ נֵה־נָא מָ צָ א עַבְ ְדָך חֵ ן בְ עֵינֶיך
당신은 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행하시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שיתָ עִ מָ ִֶׁ֔די לְ הַ חֲיֹות אֶ ת־נַפְ ִ ָּ֑שי
ִ ) וַתַ גְ דֵ ל חַ ְס ְדָך אֲשֶ ר ע
그러나 저는 저 산까지 도망 칠 수 없습니다. ()וְ אָ נֹ כִ י ל ֹא אּוכַל לְ הִ מָ לֵט הָ הֶָׁ֔ ָרה
재앙이 저에게 달라 붙어 저는 죽게 될 것입니다. (ֶן־ת ְדבָ קַ נִ י הָ ָרעָה וָמַ ִתי
ִ )פ
(20절)
보세요, 지금 저 도시가 도망치기에 가깝습니다.()הִנֵה־נָא הָ עִ יר הַ ז ֹאת קְ רֹ בָ ה לָנּוס שָ מָ ה
또한 저곳은 작습니다. ()וְהִ יא ִמצְ עָ ָּ֑ר
제발 내가 그곳으로 도망치게 허락해 주세요. () ִאמָ לְ טָ ה נָא שָ מָ ה
저곳은 작지 않습니까? () ֲהל ֹא ִמצְ עָר הִ וא
그러면 제 생명이 보존 될 것입니다. (ּותחִ י נַפְ ִשי
ְ )
(21 절) 그가 롯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 ֶָׁ֔ליו
보라. 내가 또한 이 일에 대한 너의 요청을 들었다. (אתי ָפ ֶֶׁ֔ניָך גַם לַדָ בָ ר הַ זֶ ָּ֑ה
ִ ָ)הִ נֵה נָש
네가 말한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לְ בִ לְ ִתי הָ פְ כִ י אֶ ת־הָ עִ יר אֲשֶ ר ִדבַ ְרת
(22 절) 서둘러서 그 곳으로 도망쳐라. ()מַ הֵ ר הִ מָ לֵט שֶָׁ֔ מָ ה
네가 그 곳으로 가기 전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שמָ ה
ָּ֑ ָ )כִ י ל ֹא אּוכַל ַלעֲשֹות דָ ֶׁ֔ ָבר עַד־בֹ אֲָך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은 소알이었다. ()עַל־כֵן קָ ָרא שֵ ם־הָ עִ יר צֹועַר
(23 절) 해가 땅 위로 돋았습니다. ()הַ שֶ מֶ ש יָצָ א עַל־הָ ָ ָּ֑א ֶרץ
롯은 소알로 들어갔습니다. ()וְ לֹוט בָ א צֹ ע ֲָר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천사들은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붙잡고 도시 밖으로 끌고 나왔다. 그리고는 롯에게 황급히 도망할 것
을 명했다. 뛰다가 멈추어서도 안 되고 뒤를 돌아보아서도 안 된다. 상황이 매우 급박함을 천사의 이
야기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자칫하다가는 화를 모면할 수 없다. 심판은 임박했다. 롯은 멀리 도망갈
자신이 없었다. 먼 산까지 가는 도중에 화가 미칠까봐 덜컥 겁이 났다. 롯은 천사에게 간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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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여, 제발 안됩니다. 보세요. 당신의 종이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받았고, 당신은 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행하시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 산까지 도망칠 수 없습니다. 재앙이 저에게 달
라붙어 저는 죽게 될 것입니다. 보세요. 지금 저 도시가 도망치기에 가깝습니다. 또한 저곳은 작습니
다. 제발 제가 그곳으로 도망치게 허락해 주세요. 저곳은 작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 생명이 보존될 것
입니다” (창 19:18~19).
롯은 다급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천사가 말한 산까지는 도저히 도망갈 자신이 없었다. 대신
롯은 어떤 작은 성을 지목했다. 롯이 생각하기에 그 정도 거리라면 충분히 도망칠 수 있다고 믿었다.
롯은 소알성을 가리키며 “저곳은 작다”라는 말을 연거푸 두 번이다 강조한다.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
를 멸망시키더라도 하찮은 저곳까지는 심판의 화가 미치지 않았으면 한다는 말의 우회적인 표현일
것이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큰 도시를 멸망시키면서 이렇게 작은 도시인 소알까지 멸망
시키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뜻이기도 하리라.
천사는 롯의 요청을 받아들여 소알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확약한다. 이렇게 해서 소알은 심판의 대
상에서 제외된다. 천사는 반드시 롯을 살려야 했다. 비록 혈혈단신으로 불 가운데 얻는 부끄러운 구
원이긴 하지만 롯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은 끝까지 지키셨고 소알은 롯 덕분에 화를 면했다.
소알은 ‘사소한, 작은, 하찮은’ 이라는 뜻이다. 소돔은 ‘불타는 성’이라는 뜻인데 ‘속박, 묶어둠’이라는
의미도 있다. 말 그대로 롯은 소돔에 묶여 있었다. 소돔의 풍요와 문화에 묶여 있었고, 그들의 향락에
속박당해 살고 있었다. 하지만 소돔에 살면서 그들과 함께 숨쉬는 것조차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
는 걸 롯은 몰랐다. 이미 롯은 자기 힘으로는 한 걸음도 거기에서 빠져 나올 수 없었다. 20여 년 넘는 시
간을 보내며 그는 소돔에 동화되었고, 이제는 자신의 정체성마저 잊어버릴 정도가 되었다.
세상은 그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블랙홀처럼 모든 것들을 빨아들인다. 택한 백성인 우리들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세상의 막강한 힘을 이겨낼 능력이 없다.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를 쓸 때
에는 이미 늦어도 한참 늦은 상태다. 그렇다고 이 세상을 떠나 혼자서만 격리된 삶을 살 수도 없다. 어
쩔 수 없이 이 땅에 살기는 하지만 이 땅의 힘에는 휩쓸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
야 할 몫이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런 강한 영향력으
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성경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꾸어야 한다고 말한다. 사도 바울의 권면
을 들어보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
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여기서 마음은 헬라어로 ‘누우스’(νοῦς)다. 이 단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음’(heart)가 아니라 세계관,
가치관, 생각들을 의미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 말이다. 오늘날 세상의 척도는 옳고 그름보다 좋고 나
쁨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세상은 좋은 것을 위해서는 옳은 것을 기꺼이 포기하라고 속삭인다. 그래서
옳은 것보다는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이 당연한 게 돼 버렸다. 부정하게라도 많
은 부를 쌓는 것이 정의로운 가난보다 낫다고 말한다. 건강하지 못한 것을 악이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래서 기독교도 언제부터인지 소위 말하는 번영 신학에 물들어 갔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부자
가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며, 자녀들도 출세한다고 설교한다. 실제로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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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을 번창시켜 주셨다고 공공연하게 증언하는 사람들도 많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이 말하는 세계관
이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세상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에 물들지 말라고 강하게 권면한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세계관에 푹 빠져서 그들과 이미 하나가 되어 있었다. 처음부터 롯은 소돔을 바
라보며 그곳을 동경했었다. 그의 눈에 비친 소돔은 에덴 동산이나 에굽땅처럼 보였다. 그의 머리 속에
는 이 세상에서의 풍요로 가득 차 있었다. 그런 롯이 스스로의 힘으로 그곳을 빠져 나오기란 불가능하
다. 하나님은 그런 롯을 그곳으로부터 빼내기 위해 심판이라는 초강력 수단을 동원하셨다. 결국 그는
겨우 몸만 빠져 나오게 된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도 그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 아주
작은 성 소알을 멸망시키지 말아달라고 천사에게 강권한다. 세상으로부터의 완벽한 결별은 롯에겐
불가능했던 것 같다.
롯은 급히 소알로 들어갔다. 그러자 날이 밝아왔다. 이제 그 땅에 심판이 임박했다. 소알로 들어가는
롯의 이야기를 읽으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 보자. 정말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
니면 이 세상의 풍요를 쫓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라. 혹시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그런 세상의 풍
요를 보장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각자 자신을 돌아보기 바란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을 유혹하는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이 땅에서 잠
시 받는 고난보다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풍요에 집착하고 있지는 않나요? 왜 그런 생각이 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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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라함을 기억하사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19:24~29)
(24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내리셨습니다.
(ַל־סדֹ ם וְ עַל־עֲמֹ ָרה גָפְ ִרית ו ֵ ָָּ֑אש
ְ ) וַיהוָה הִ ְמ ִטיר ע
여호와로부터, 하늘로부터, ()מֵ אֵ ת יְ הוָה ִמן־הַ שָ מָ יִם
(25 절) 그는 이 도시들, 그 모든 지역을 멸하셨습니다. () ַו ַיהֲפֹ ְך אֶ ת־הֶ ע ִָרים הָ ֶׁ֔ ֵאל וְ אֵ ת כָל־הַ כִ כָ ָּ֑ר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 땅에서 난 것들을, ()וְ אֵ ת כָל־יֹ ְשבֵ י הֶ ע ִ ֶָׁ֔רים וְ צֶ מַ ח הָ אֲדָ מָ ה
(26 절) 롯의 뒤에 있던 그의 아내는 돌아봤습니다. ()וַתַ בֵ ט ִא ְשתֹו מֵ אַ ח ָ ֲָּ֑ריו
그래서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ו ְַתהִ י נְ צִ יב מֶ לַח
(27 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 ַוי ְַשכֵם אַ בְ ָרהָ ם בַ בָֹּ֑ קֶ ר
여호와 앞에 서 있던 장소에 가기 위해, ()אֶ ל־הַ מָ ֶׁ֔קֹום אֲשֶ ר־עָמַ ד שָ ם אֶ ת־פְ נֵי יְ הוָה
(28 절) 그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모든 지역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 ַוי ְַשקֵ ף עַל־פְ נֵי ְסדֹ ם ַועֲמֹ ָ ֶׁ֔רה וְ עַל־כָל־פְ נֵי אֶ ֶרץ הַ כִ כָ ָּ֑ר
그는 땅의 연기가 불가마의 연기처럼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 ַוי ְַרא וְ הִ נֵה ָעלָה קִ יטֹ ר הָ ֶׁ֔ ָא ֶרץ כְ קִ יטֹ ר הַ כִ בְ שָ ן
(29 절) 하나님께서 그 지역 도시를 멸하실 때, ()וַיְ הִ י בְ שַ חֵ ת אֱֹלהִ ים אֶ ת־ע ֵָרי הַ כִ ֶָׁ֔כ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וַיִ זְכֹ ר אֱֹלהִ ים אֶ ת־אַ בְ ָר ָהָּ֑ם
그래서 그가 그 멸망하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습니다. ()וַיְ שַ ַלח אֶ ת־לֹוט ִמתֹוְך הַ ֲה ֵפ ֶָׁ֔כה
그가 롯이 거주하고 있던 도시들을 멸하실 때, ()בַ הֲפֹ ְך אֶ ת־הֶ ע ִ ֶָׁ֔רים אֲשֶ ר־יָשַ ב בָ הֵ ן לֹוט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소돔 사람들은 여느 때처럼 그날도 평온한 아침을 맞이했을 것이다. 평소처럼 아침밥을 먹고, 사고팔
물건을 챙기고 집을 수리하고… 어젯밤 롯의 집에서 있었던 소동만 해도 아침이 밝자 어느새 지나간
일이 되었을 것이다. 어떤 이들은 못내 아쉬워했을 것이고 어떤 이들은 그저 하룻밤의 헤프닝 정도로
만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늘 그랬듯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평범한 일상을 맞이했을 것이다. 그
런 평온한 아침에 별안간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를 강타했다. 갑자기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내려 온 도시는 불바다가 되었다. 성경은 유황과 불이 여호와로부터 나와서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지
역을 멸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 도시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
했고, 사람은 물론이고 그 땅에서 난 모든 것들이 몰살당했다. 오직 롯과 두 딸만살아남은 것이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갑자기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을까? 성경은 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없
다. 오직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직전에 아브라함에게 설명한 내용이 전부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고 그 부르짖음이 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부르짖음이
었는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거라고 추측만 할 뿐이다. 사도 베
드로는 그의 두 번째 편지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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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
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벧후 2:6-7).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은 여러 가지로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도 야고보는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
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약 4:4). 엄밀히 말해 소돔과 고모라는 세상과 벗된 것이 아
니라 세상 그 자체였다. 사람들은 우상을 음란히 섬겨 자기 집을 찾은 천사들과 성관계를 통해 스스로
를 깨끗게 하는 종교 의식을 치르려고 했고, 그것을 말리던 롯을 해코지 하려고도 했다.
그런데 롯은 그런 심판의 와중에 아내를 잃었다. 그녀는 천사들에 이끌려 소돔성 밖으로 빠져나왔다.
천사들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그들의 등을 떠밀었다. 돌아보지도 말고 들에서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그런데 롯의 뒤에서 달리던 롯의 아내는 그만 뒤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 앞서 달리던 롯은 아마 자신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도 까맣게 몰
랐을 것이다. 분명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렸을테니 말이다.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산에 도착했을 때
자신의 아내가 없는 것을 보고 롯은 얼마나 황망한 마음이 들었을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파온다.
분명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다. 왜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을까? 아마
도 그녀는 소돔 출신 여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을 당시에 롯에게 처가 있
었다는 어떤 암시도 없기 때문이다. 롯의 처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생각지도 못한 심판을 받
아 완전히 멸망당하는 것이 너무도 가슴아팠을 것이다. 결국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고, 마침내 소금 기
둥이 되었다. 훗날 예수님은 종말에 대해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눅 17:31-32).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 소돔은 처참하게 멸망했고, 롯과 두 딸은 그곳을 벗어났다. 롯의 아
내는 불행하게도 자신의 고향 소돔을 향해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 성경은 다시 헤브
론 땅 아브라함에게로 카메라 앵글을 돌린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매달렸던 그 다음 날, 아침 일
찍 일어나 소돔이 보이는 곳으로 급히 달려갔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지역을 내려다 보았다.
그는 그 땅에서부터 연기가 불가마의 연기처럼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멸망당해 재만 남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보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아무도 그때 아브
라함에게 롯이 가까스로 구원되었다는 소식을 전하지 않았으리라. 아마도 아브라함은 롯이 죽었을
거라 생각했을것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하든 롯은 엄연히 살아 있다. 멸망 중에 하나
님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구출해 내셨다. 롯은 하나님 덕분에 살 수 있었고, 아브라함은 다시 한
번 하나님께 빚을 진 셈이다. 은혜는 공짜가 아니라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빚이다. 이처
럼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기억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다.

묵상을 위한 질문
심판은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 갑자기 임합니다. 당신으 그 심판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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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이 산으로 들어가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19:30~38)
(30 절) 롯이 소알로 부터 나와서 그의 두 딸과 함께 산에 거주했습니다.
(ּושתֵ י בְ נֹ תָ יו עִ ֶׁ֔מֹו
ְ ) ַו ַיעַל לֹוט ִמּצֹועַר ַויֵשֶ ב בָ הָ ר
왜냐하면 그는 소알에 거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כִ י י ֵָרא לָשֶ בֶ ת בְ ָּ֑צֹועַר
그는 그의 두 딸과 동굴에 거주하였습니다. (ּושתֵ י בְ נֹ תָ יו
ְ ) ַויֵשֶ ב בַ ְמע ָ ֶָׁ֔רה הּוא
(31 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ירה
ָ ִ) ַות ֹאמֶ ר הַ בְ כִ ָירה אֶ ל־הַ ּצְ ע
우리 아버지는 늙었다. ()אָ בִ ינּו ז ֵ ָָּ֑קן
그리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 땅에는 우리에게로 올 사람이 없다.
()וְ ִאיש אֵ ין בָ אָ ֶרץ לָבֹוא ָע ֵֶׁ֔לינּו כְ דֶ ֶרְך כָל־הָ אָ ֶרץ
(32 절)
자, 우리 아버지에게 와인을 마시게 하자. ()לְ כָה נ ְַשקֶ ה אֶ ת־אָ בִ ינּו יַיִ ן
그리고 그와 동침하자. (ֹנִשכְ בָ ה עִ ָּ֑מו
ְ ְ)ו
그러면 우리 아버지로부터 자손을 보존할 것이다. ()ּונְ חַ יֶה מֵ אָ בִ ינּו ז ַָרע
(33 절) 그날 밤, 그녀들은 그녀들의 아버지가 와인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וַתַ ְשקֶ ין ָ אֶ ת־אֲבִ יהֶ ן יַיִ ן בַ לַיְ לָה ָּ֑הּוא
큰 딸이 들어가서 그녀의 아버지와 동침했습니다. ( ָירה ו ִַת ְשכַב אֶ ת־אָ ִֶׁ֔ביה
ָ ִ)וַתָ ב ֹא הַ בְ כ
그러나 그는 그녀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וְ ל ֹא־יָדַ ע בְ ִשכְ בָ ּה ּובְ קּומָ ה
(34 절) 다음 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ירה
ֶׁ֔ ָ ִ)וַיְ הִ י ִממָ ח ָ ֳֶׁ֔רת ַות ֹאמֶ ר הַ בְ כִ ָירה אֶ ל־הַ ּצְ ע
자, 어제는 내가 나의 아버지와 동침하였다. ()הֵ ן־שָ כַבְ ִתי אֶ מֶ ש אֶ ת־אָ ִ ָּ֑בי
오늘 밤도 그가 와인을 마시게 하자. ()נ ְַשקֶ נּו יַיִ ן גַם־הַ לַיְ לָה
그리고 네가 들어가 그와 동침하라. ()ּובֹ ִאי ִשכְ בִ י עִ ֶׁ֔מֹו
그러면 우리 아버지로부터 자손을 보존할 것이다. ()ּונְ חַ יֶה מֵ אָ בִ ינּו ז ַָרע
(35 절) 그날 밤도 그녀들은 그녀들의 아버지가 와인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וַתַ ְשקֶ ין ָ גַם בַ לַיְ לָה הַ הּוא אֶ ת־אֲבִ יהֶ ן יָ ָָּ֑֑יִ ן
작은 딸이 일어나서 그와 동침했습니다. (ירה ו ִַת ְשכַב עִ ֶׁ֔מֹו
ָ ִ)וַתָ קָ ם הַ ּצְ ע
그러나 그는 그녀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וְ ל ֹא־יָדַ ע בְ ִשכְ בָ ּה ּובְ קֻ מָ ה
(36 절) 롯의 두 딸은 그녀들의 아버지로부터 임신을 했습니다. ()וַתַ ה ֲֶרין ָ ְשתֵ י בְ נֹות־לֹוט מֵ אֲבִ יהֶ ן
(37 절) 큰 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ירה ֶׁ֔ ֵבן
ָ ִ)וַתֵ לֶד הַ בְ כ
그의 이름은 모압이라고 하였습니다. (מֹואב
ָּ֑ ָ )ו ִַתקְ ָרא ְשמֹו
그는 오늘날 모압 사람의 아버지(조상)입니다. ()הּוא אֲבִ י־מֹואָ ב עַד־הַ יֹום
(38 절) 작은 딸도 역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ירה גַם־הִ וא יָלְ דָ ה ֶׁ֔ ֵבן
ָ ִ)וְ הַ ּצְ ע
그의 이름은 벤암미라고 하였습니다. ()ו ִַתקְ ָרא ְשמֹו בֶ ן־ע ִ ַָּ֑מי
그는 오늘날 벤암몬 사람의 아버지(조상)입니다. ()הּוא אֲבִ י בְ נֵי־עַמֹון עַד־הַ יֹו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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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심판을 피해 소알로 들어갔던 롯은 이내 산으로 거처를 옮겨 동굴 생활에 들어간다. 심판을 모면한 두
딸들도 아버지 롯과 함께 했다. 롯이 10년간 살아왔던 삶의 터전은 완전 초토화되었다. 그는 소알로
들어 갔으나 그곳에 오래 있을 수가 없었다. 성경은 그가 소알에 거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했
다. 롯이 소돔에서 빠져 나온 이후 롯의 행태를 보면 두 가지 의문이 생긴다.
첫째, 그는 왜 소알에 거하는 것을 두려워했을까? 소알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동류이다. 소알은 그
돌라오멜 연합군이 쳐들어 왔을 때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한 연합군 중의 하나였다. 롯은 아마도 자신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고 소알 사람들이 의심할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소돔
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만 유일하게 살아남았기 때문이다. 아마도 천사들이 와서 롯의 가족만 구출
해 내고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는 얘기를 소알 사람들이 알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
래저래 롯은 경계의 대상이 되었다. 그는 소알이라는 작은 성에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은 별로 없었다. 유일한 대안은 삼촌 아브라함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대신 산으로 거처를 옮겨 은둔했고 그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여기서 드는 두 번째 의문은 왜 그는 삼촌 아브라함에게 가지 않았을까 하는 것이다. 그는 삼촌을 따
라 메소포타미아를 떠나왔고, 할아버지 데라와 다른 가족들이 하란에 정착했을 때도 그들을 떠나 아
브라함과 함께 가나안으로 왔다. 그가 소돔을 택해서 아브라함곁을 떠날 때까지 그는 삼촌 아브라함
을 친아버지처럼 따르며 살았다. 아브라함도 롯을 조카 이상으로 생각했다. 전쟁이 나서 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전쟁에 참여해 롯을 구출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
의 멸망으로 롯은 모든 재산을 한순간에 다 잃었다. 게다가 아내까지 잃고 두 딸과 함께 겨우 목숨만
건졌을 뿐이다. 만약 그가 삼촌 아브라함에게 찾아갔다면 그는 쉽게 재기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
데 그는 그렇게 하는 대신 두 딸과 함께 산 속의 굴로 거처를 옮겼다. 왜그랬을까? 혹시 세상을 사랑해
서 세상으로 갔던 자신 때문에 도저히 삼촌을 볼 면목이 없어서 그랬던 걸까? 만약 그가 삼촌을 찾았
다면 딸들과의 불미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 마침
내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
누가복음 15장에는 유명한 탕자의 비유가 나온다. 집을 나온 탕자는 천신만고 끝에 다시 아버지께 돌
아간다.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집으로 돌아간다는 건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 놓아야 한다. 흔히 말하는 염치까지도 전부 다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이다. 그야말로 철면피처럼
뻔뻔하기 이를 데가 없어야 돌아갈 수 있다. 롯은 도저히 아브라함에게 나설 면목이 없었을 것이다. 그
가 부자가 된 것도 사실 모두 아브라함 덕분이다.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이집트에 갔을 때 아내 사라
의 일로 바로로부터 많은 재물을 얻었다. 분명 아브라함은 그 중 일부를 롯에게 나누어주었을 것이다.
그런데 롯이 자기 재산이 많아지자 기다렸다는 듯 브라함을 떠나 소돔으로 갔다. 그리고는 몇십 년 동
안 연락도 끊고 살다가 이제와서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감히 삼촌을 찾아갈 면목이 서지 않았을 것이
다. 어떻게든 자기 힘으로 재기해 볼 요량이었는지도 모를 일이다. 어찌 보면 롯은 진정한 은혜의 의
미를 몰랐을 것이다. 은혜는 염치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에 덥썩 안기는 것이다. 나의 모든 과오, 실수,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처지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품에 달려가 안기는 것이다. 구원은 죄인인 우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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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좀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다.
“예수님, 저는 너무 많은 죄를 지은 죄인이라 죽임당하는 거 외엔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죄송하지
만 예수님, 제발 당신이 저 대신 죽어 주셔서 나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십시오! 제발요!”
이 얼마나 뻔뻔한 철면피이고 몰상식한 불한당인가? 도대체 이런 사람이 어떻게 버젓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아는가? 유감스럽게도 당신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사도 바울의 고
백을 들어보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딤전 1:15).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다. 어떤 이는 가정이 깨지는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으며, 죄를 지어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떠한 최첨
단 레이저 시술로도 결코 지울 수 없는 실패의 흔적을 지니고 살면서 늘 그것을 가리기에 급급한 삶을
살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
로 그렇게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서다. 그들은 그 실패를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
이다. 롯처럼 삼촌 아브라함의 품을 포기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산속의 굴로 들어
가는 것은 복음에 역행하는 행동이다. 구원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죄짓고 실패하
고 고통받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론 실수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피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기를 바란다. 그곳이 바로 예수 그
리스도의 품이다. 삶이 당신을 속이는 것 같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께 돌아가자. 그분 안에
진정한 쉼이 있고 회복이 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살면서 다른 이들에게 말 못할 수치스럽고 힘든 때가 있었나요? 그것 때문에 아직도 힘들어
하고 있진 않나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분 안에서 그 모든 고통을 내려놓고 참 평
안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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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의 몰락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19:30~38)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성경에는 뉴스 사회면에 실리는 기사들보다도 더 부끄럽고 낯뜨거운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한다. 며
느리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은 사람이 있다. 성경은 이 사람의 죄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부
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하고 임신까지 하게 되자 그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도록 교사한 왕도 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죄가 하나님께 용서 받았다면서 스스로를 용서받은 자라고 말하기까지한다. 이쯤
되면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여 다른 남자에게 팔아넘긴 아브라함의 죄는 애교에 지나지 않는다. 물론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패륜적 행위를 책망조차 하지않았다. 그런데 이런 모든 사건을 다 합친 것
같은 지저분한 사건이 롯의 가정에서 일어났다.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은 사건이다. 게다가 이 일이 술김에 일어난 우연한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사
건이라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태어난 아이들의 후손이 바로 모압과 암몬 족속이다.
롯은 소알을 빠져나와 산 속으로 들어갔다. 모든 재산을 다 잃었을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아내까지
잃게 되었다. 그뿐 아니다. 딸들은 정혼한 예비 신랑들을 잃고 졸지에 처녀 과부가 되었다. 이들에게
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다. 대를 이어 아이를 낳게 해줄 남자도 없고, 아버지를 이을 자손조차 보장이
되지 않는 상태다. 이런 절망적 상황에서 큰딸이 동생에게 황당한 아이디어를 제안한다. 큰 딸의 얘기
를 들어보자.
“우리 아버지는 늙었다. 그리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 땅에는 우리에게로 올 사람이 없다. 자, 우리
아버지에게 와인을 마시게 하자. 그리고 그와 동침하자. 그러면 우리 아버지로부터 자손을 보존할 거
이다” (창 19:31~32).
롯의 큰 딸의 목적은 단 하나다. 자신의 아버지 롯을 통해 자손을 보존하는 일이다. 당시 지손을 보존
하지 못하는 것은 저주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무리를 해서라도 아들을 가지려 애를
썼다.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갖는 것이 후손이 없이 죽는 것보다는 낫다고 여겼다. 그래서 낳은 아
들이 이스마엘이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 후손을 얻었다. 물론 유다의 입장에선 부
지불식간에 벌어진 일이지만 며느리에게서 손자라 해야할지 아들이라 해야할지 모를 쌍둥이를 얻게
되고 결국에는 그들을 자신의 정식 후손으로 인정하게 되었으니 말이다. 그러니까 당시 시회문화적
풍습으로 볼때 후손을 얻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고 우선된 일이었다. 그래서 그 당시 후손을 얻는
것과 도덕적 비난, 둘 중 택일하라면 후손을 얻는 것이 더 명예로운 일로 생각했다.
큰 딸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몇 가지 연상되는 사건이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에 나타나
셔서 아들을 약속하자 장막 뒤에서 이 말을 엿들은 사라는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라
고 말하는 장면이다. 롯도 나이가 들어 점점 늙어가고 있고, 시간이 흐르면 더 이상 롯이 아이를 갖지
못할 정도로 늙게 될 것이다. 게다가 롯은 빈털터리인데다가 아들 하나 없는 상황에서 아내마저 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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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다. 새로운 후처라도 들여서 아들을 낳아 대를 이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롯에게 시집을 올 사람
이 누가 있겠는가? 당시에는 후처를 들이더라도 지참금이 있어야 했다. 그리고 롯은 이미 주변 지역
에서 요주의 인물로 찍혀서 그에게 시집올 여자를 찾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롯의 딸들 입장도 마
찬가지다. 이들은 소돔 사람들과 이미 정혼한 상태였는데 남편들이 죽고 그 땅 모든 남자들까지 모두
다 죽게 되었으니 대를 이을만한 사람을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상태다. 롯의 큰 딸은 이렇게 앞뒤로 꽉
막힌 상황을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 땅에는 우리에게로 올 사람이 없다”라고 에둘러 표현했다. 여
기서 ‘도리’로 번역된 히브리어 ‘데레크’()דֶ ֶרְך는 풍습으로 번역된다. 그래서 두 딸들은 자신의 위해, 그
리고 아버지를 위해 친아버지와의 근친상간이라는 불명예를 택하기로 한 것이다.
두 번째, 술과 관련된 에피소드는 노아가 술을 마시고 장막에서 벌거벗고 자는 상황을 연상하게 한다.
노아가 술에 취해 자는 도중에 장막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나중에 술에서 깨어난 노아는 자신
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대노했다. 롯도 딸들이 주는 술을 먹고난 그 밤에 자기에게 무슨 일
이 벌어졌는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나중에 그 사실을 알게 된 노아와는 달리 롯은 끝까지 그 사실을
몰랐던 것 같다. 아마도 롯은 두 딸이 낳은 아들들이 꿈에도 자기 아들이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을 공산
이 크다. 두 딸들이 끝내 그 사실을 함구했을 테고 롯은 그 아이들이 자기 몰래 딸들이 사위와 동침해
서 낳은 사위의 아들들이라고 생각했을 지도 모를 일이다. 과정이야 어찌 됐든 결국 롯의 두 딸들은 아
버지의 아들을 낳음으로써 이스라엘 주변 민족 중 그 혈통이 너무도 치욕스런 두 족속을 낳게 되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스라엘 역사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끼친 한 모압 여인이 등장한다.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인 룻이다. 그녀는 다윗왕의 증조 할머니였고 그로 인해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당당히 그 이름
을 올리게 되었다. 이스라엘에게는 불가촉 족속이었던 모압 족속이 예수님의 계보에 들게 된 것이다.
수치스런 일로 인해 이 땅에 생겨난 모압과 암몬 족속, 그들은 역사 내내 이스라엘의 대적자가 되어 하
나님의 총회에 영구히 들어올 수 없다는 형벌까지 받게 된다. 그런데 그런 모압 족속에게 은혜를 베풀
어 룻을 통해 다윗이라는 걸출한 왕을 증손자로 보내시고 후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르게 하시
는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인간의머리로 어찌 감히 측량할 수 있겠는가? 이는 어떤 율법보다도 하나님
의 은혜가 그보다 위에 있음을 입증해 주는 이야기다.
롯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난다. 그는 삼촌 이브라함을 따라 가나안으로 왔고, 부자가 되었고, 풍요
를 쫓아 소돔으로 갔다.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았고 아주 작은 도시 소알로 갔다. 하
지만 그 소알에서도 오래 거하지 못했다. 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결국 아무도 없는 산으로 들어
갔고 그곳에서 차마 입에 담기 민망한 과정을 통해 아들까지 얻게 된다. 풍요를 쫒았으나 그의 최후는
빈털터리였고, 결국에는 불미스런 혈통을 이 땅에 남기게까지 되었다. 자기 꾀를 쫓고 세상의 풍요를
쫒은 결과치고는 너무 비참하다. 롯의 인생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해 가고 가는가?
무엇을 추구하며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당신의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습니까? 그분 안에서 당신의 삶이
재해석되는 경험을 했나요? 당신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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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아브라함의 실수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20:1~2)
(1 절) 아브라함이 그 곳에서부터 네게브 땅까지 옮겨 갔습니다. ()וַיִ סַ ע ִמשָ ם אַ בְ ָרהָ ם אַ ְרצָ ה הַ ֶֶׁ֔נגֶב
그는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 ַויֵשֶ ב בֵ ין־קָ דֵ ש ּובֵ ין ָּ֑שּור
그는 그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 ַו ָיגָר בִ גְ ָרר
(2 절)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그녀는 내 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 בְ ָרהָ ם אֶ ל־שָ ָרה ִא ְשתֹו אֲחֹ ִתי ִ ָּ֑הו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왔습니다. ()וַיִ ְשלַח אֲבִ ימֶ לְֶך מֶ לְֶך גְ ָ ֶׁ֔רר וַיִקַ ח אֶ ת־שָ ָר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롯의 이야기가 끝나고 성경은 다시 아브라함에게로 초점이 옮겨진다. 이 일이 있은 후 아브라함은 갑
자기 거처를 헤브론에서 네게브로 옮긴다. 사실 네게브는 아브라함에게 별로 안 좋은 추억이 있는 곳
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가나안으로 들어 왔을 때 그는 이내 네게브로 갔고, 거기서 기근을 만
나 이집트로 갔다. 이집트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일을 겪었는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내 사
라를 누이라 속여 이집트 왕 바로에게 팔았다가 망신을 당했다. 아브라함에게 네게브는 그런 곳이다.
그 일이 있은지 어언 24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을 떠나 네게브 땅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잠시 머물렀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또 다시 아내 사라를 누이라 부르게 되고 아
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가는 일이 일어났다. 아브라함은 왜 이런 일을 되풀이했을까? 24
년 전 이집트에 갔을 때만 해도 사라의 나이가 약 65세였으니 당시로서는 젊은 나이라 할 수 있다. 참
고로 아브라함은 175 세까지 살았고, 사라는 127 세까지 살았다. 오늘날 평균 수명을 고려해 볼 때 그
당시 65세는 지금의 30대에 불과했다. 아브라함이 충분히 이집트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가질만 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르다. 그로부터 2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사라는 갱년기가 한참 지난 나이다.
누가 보아도 중년을 넘어 노년으로 가는 늙은 여인이다. 게다가 얼마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
나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약속까지 하신 상태다. 만약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면 사
라를 끝까지 보호했어야 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무엇이 두려워 아
내 사라를 누이라고 말했을까? 나중에 하나님께 혼쭐이 난 그랄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따져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한다.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 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
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
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바
리 하라 이것이 그대가 네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창 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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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참으로 천역덕스럽기까지 하다는 생각이 든다. 믿음의 조상에게 쓸
말은 아니지만 정말 생각이라곤 없이 사는 사람 같다. 아브라함은 말끝마다 하나님을 들먹인다. 그러
나 막상 현실에 부딪히면 하나님은 온데 간데 없고 오직 자기 자신만 남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말뿐이
다. 신앙은 신앙이고 현실은 현실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
하셨다. 그렇다면 자기와 아내를 끝까지 보호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했다. 게다가 1년 뒤에
사라의 몸을 통해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며 그 아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구체적으
로 말씀해 주신 상태다. 이런 상태라면 당연히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자 했던 이전의 구차
한 행동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역설적으로 말해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24년을 살
았어도 아브라함은 별로 변한 게 없다. 만약 그가 한층 업그레이드된 굉장한 믿음의 사람으로 용기있
게 사라가 자신의 아내임을 선포했다면, 그리고 이 아내가 비록 늙었지만 곧 자신의 아이를 낳을 것이
라 공언했다면 많은 사람들에게 역시 믿음의 조상답다고 입이 마르도록 칭찬받았을 것이다. 또 그 후
에 성경을 읽는 우리들도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과 용기를 본받고자 애를 썼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니,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지 못한 거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세상에서 빛과 소금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빛과 소금은 스스로 원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애를 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자신의 의지나 노력과는 상관없
이 그 자체로 빛이고 소금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존재 자체로 빛이 나고 그 자체로 짜다. 어떻
게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가?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당연히 그 당시 바
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어야 했다. 갈릴리 어부들에게서 무슨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는가? 나다나
엘은 예수님에 대해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라며 나사렛이라는 지역 자체
를 폄하하지 않았는가? 그 외에도 예수님께 나왔던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라. 그들에게서 무슨 빛
과 소금으로서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 온 여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했
는가? 세리 삭개오는 어떤가? 이렇듯 아브라함의 연약한 모습을 보며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의 약한 모습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넘어진 돌에
또다시 걸려 넘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염치 불구하고 그리
스도 께로 나아가서 그 뒤로 숨는다. 우리에게 죄를 이겨낼 능력이 있다고 감히 자랑하지 못하고, 때
론 삶에서 실패하고 비겁하게 살지라도 염치없지만 우리의 도피성인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사실에
안도하고 감사하지 않는가? 구원은 죄를 짓지 않으려 두려워하며 애쓰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실패할
지라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은
염치없음이고 이렇게 염치없고 뻔뻔한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구원이다. 아브라함처럼 말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같은 실수를 반복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
고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 자신을 정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다시 힘을
얻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위로와 평강을 얻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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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개입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20:3~7)
(3 절) 그날 밤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오셨습니다. () ַו ָיב ֹא אֱֹלהִ ים אֶ ל־אֲבִ ימֶ לְֶך בַ חֲלֹום הַ לָ ָּ֑יְ לָ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וי ֹאמֶ ר לֹו
보라, 너는 죽은 사람이다. ()הִנְ ָך מֵ ת
네가 데려간 그 여자로 인하여, ( ָ)עַל־הָ ִאשָ ה אֲשֶ ר־לָקֶַׁ֔ חְ ת
그녀는 남자와 결혼한 사람이다. (עלַת בָ עַל
ֻ ְ)וְ הִ וא ב
(4 절) 아비멜렉은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וַאֲבִ ימֶ לְֶך ל ֹא קָ ַרב אֵ לֶ ָּ֑יה
그는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내 주여, 의로운 백성도 죽이실 것입니까? ()אֲדֹ נָי הֲגֹוי גַם־צַ ִדיק תַ הֲרֹג
(5 절)
아브라함이 내게 “그녀는 내 누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 ֲהל ֹא הּוא אָ מַ ר־לִ י אֲחֹ ִתי ֶׁ֔ ִהוא
그녀도 또한 “그는 내 오라비다”라고 했습니다. ()וְ הִ יא־גַם־הִ וא אָ ְמ ָרה אָ חִ י ָּ֑הּוא
나는 정직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יתי ז ֹאת
ִ )בְ תָ ם־לְ בָ בִ י ּובְ נִ קְ יֹ ן ַכפַי ע ִָש
(6 절)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וַי ֹאמֶ ר אֵ לָיו הָ אֱֹלהִ ים בַ חֲֹלם גַם
나는 네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한 것을 알고 있다. (ָשיתָ ֶׁ֔ז ֹאת
ִ )אָ נֹ כִ י יָדַ עְ ִתי כִ י בְ תָ ם־לְ בָ בְ ָך ע
또한 나는 네가 나에게 죄짓는 것으로부터 너를 지켰다. (ֲטֹו־לי
ָּ֑ ִ אֹותָך מֵ ח
ְ )וָאֶ חְ שְֹך גַם־אָ נֹ כִ י
그래서 나는 네가 그녀를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עַל־כֵן ל ֹא־נְתַ ִתיָך לִ נְגֹ ַע אֵ לֶיה
(7 절)
이제 바로 그 남자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וְ עַתָ ה הָ שֵ ב אֵ שֶ ת־הָ ִאיש
왜냐햐면 그는 선지자다. ()כִ י־נָבִ יא ֶׁ֔הּוא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네가 살 것이다. ()וְ יִ ְת ַפלֵל בַ ע ְַדָך וֶחְ יֵ ָּ֑ה
그러나 만약 네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וְ ִאם־אֵ ינְ ָך מֵ ִשיב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을 것을 알라. ()דַ ע כִ י־מֹות תָ ֶׁ֔מּות אַ תָ ה וְ כָל־אֲשֶ ר־לְָך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지금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들어 온 이 시점은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였다. 약속의 자녀가 태
어나기까지는 채 1 년도 남지 않은 시점이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아
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태를 열어 임신을 할 수 있게 하셨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
라를, 아브라함의 말에 따르면 늘 그리 해왔듯이, 누이라고 속여 외간 남자에게 보내버렸다. 참으로 한
심하기 짝이 없는 남편이다. 이런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모습이라곤 조금
도 발견할 수 없다. 그저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 아둥바둥대는 늙은 남자의 애처로운 모습만 보
일 뿐이다.
아브라함이 또다시 사고를 쳤다. 이번에도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했다. 약속의 자녀를 잉태하기 위해
온전하고 흠이 없어야 할 사라에게 치명적인 위기가 닥친 것이다.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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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라를 데리고 간 그날 밤, 하나님은 그의 꿈에 나타나셨다. 그리고는 다자고짜 아비멜렉에게 “너
는 죽은 몸이다”라고 말씀하신다. 여자를 데리고 온 당일 밤에 흉몽을 꾼 것이다. 요즘 말로하면 아브
라함과 그에게 속한 가족들은 정말 ‘재수없는’(?) 사람들이다. 가는 곳마다 재앙과 분란이 일어나니 말
이다. 그들이 이집트에 갔을 때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이 있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으로 들어
가자 그돌라오멜왕이 처들어와 쑥대밭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급기야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
로 심판을 받아 역사속으로 사라지고 만다. 이번에는 그랄 왕 아비멜렉 차례다. 아비멜렉과 하나님의
대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기에 앞서 3 절~7절까지의 문학적 구조를 살펴보기로 하자.
A: 너는 죽은 사람이다 (3절)
B: 네가 데려간 그 여자 (3절)
C:아비멜렉이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4절)
D: 의로운 백성도 죽일 것인가 (4절)
E: 정직한 마음 (5절)
F: 하나님이 꿈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6절)
E’: 정직한 마음 (6 절)
D’: 내가 너를 죄로부터 지켰다 (6 절)
C’: 네가 그녀를 만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6절)
B’:그 남자의 아내를 돌려 주어라 (7 절)
A’: 너와 네게 속한 사람이 모두 죽을 것이다 (7 절)
위 구조를 보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사라를 보호하고 계심을 알 수 있다. 아비멜렉이 스스로의 의지로
사라에게 손을 대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아비멜렉이 정직하고 무죄한 사람
이어서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죄로부터 지키셨다. 하나님은 왜 아비멜렉을 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셨을까? 그 이유는 아비멜렉의 죄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다시 아비멜렉의 이야기로 돌아가보자. 아비멜렉은 참으로 억울하게 됐다. 아비멜렉은 이 일에 대해
자신은정직하게 행했고 추호도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은 그를 칭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실 그는 억울한 피해자일 뿐인데다 용케 인내해서 아직까지 사라에게 아무 짓도 하
지 않았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상이라도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아브라함이 실수했음에도 아비멜렉
이 인내심을 발휘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하마터면 망쳐질 뻔했던 하나님의 계획도 순조롭
게 진행되었으니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이 아비멜렉이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한 것이
라고 분명히 밝히신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비멜렉은 죄를 저질렀을 거라는 말이다.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능력으로 악에서 벗어날 수 있다거나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비멜
렉처럼 말이다. 어쩌다 선을 행하거나 남들에게 칭찬 받는 일을 하면 겉으로는 다 하나님 덕분이라 말
하지만 내심 그 칭찬을 즐긴다. 그게 바로 인간이다. 하지만 단언컨대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악에
서 벗어날 수 없다. 스스로 의롭다 여기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떠나 행하는 모든 것이 죄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 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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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고, 악에서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이
라는 뜻이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키실 수 있다. 아비멜렉이 죄를 짓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의로운 자거나 의지가 강한 자여서 그랬는가? 아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
나님이 아비멜렉의 행동을 막으신 이유는 그를 죄의 유혹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브
라함 때문이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악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우리들은 늘 자기의 의지와 생각대로 살아간다. 우리의 계획은 대부분이 자기중심적이다. 자신이 처
할 위험은 최대한 회피하고, 자신의 이익은 극대화하려 한다. 말로는 이타를 외칠 수 있지만 어떤 경
우에도 인간은 스스로 절대적이고 완전한 이타성에 머무를 수 없다. 물론 간혹 성자라고 불리는 어떤
이들이 있긴 하지만 실상은 그들 역시나 아브라함이나 아비멜렉처럼 연약한 인간들일 뿐이다. 당신
은 살아가면서 아브라함처럼 자기 꾀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만약 하나님이 없고 그리스도의 구원이 없다면 우리 중 누구라도 단 한 순간도 이 세상을 의
롭게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경이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연약한
면을 여과없이 보여주는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다. 그의 연약함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도록 하
기 위함이다.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을 쉽사리 비난하지 못하는 이유도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기 때문이 아닐까?

묵상을 위한 질문
이 세상이 그나마 살만하고 사회가 유지되고 있는 것이 인간들의 의로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
의 은혜 때문일까요?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
에 의로운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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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망실살이 뻗친 아브라함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20:8~13)
(8 절)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종들을 불렀습니다.
() ַוי ְַשכֵם אֲבִ ימֶ לְֶך בַ בֹ קֶ ר וַיִקְ ָרא לְ כָל־עֲבָ ֶׁ֔ ָדיו
그는 이 모든 일들을 그들 귀에 말했습니다. (ֵיהָּ֑ם
ֶ )וַיְ דַ בֵ ר אֶ ת־כָל־הַ ְדבָ ִרים הָ אֵ לֶה בְ אָ ְזנ
그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וַיִ ְיראּו הָ ֲאנ ִָשים ְמאֹ ד
(9 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יִ קְ ָרא אֲבִ ימֶ לְֶך לְ אַ בְ ָרהָ ם ַוי ֹאמֶ ר לֹו
네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한 것이냐? (ָּשיתָ לָנו
ִ )מֶ ה־ע
내가 네가 나와 내 나라에 가져 온 엄청난 죄를 너에게 지었으면 어쩔 뻔 하였느냐?
(אתי ֶָׁ֔לְך כִ י־הֵ בֵ אתָ ָעלַי וְ עַל־מַ ְמלַכְ ִתי חֲטָ אָ ה גְ דֹ לָ ָּ֑ה
ִ ָ) ּומֶ ה־חָ ט
너는 나에게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였다. (ָשיתָ עִ מָ ִדי
ִ )מַ ע ֲִשים אֲשֶ ר ל ֹא־ ֵיע ֶָׁ֔שּו ע
(10 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בִ ימֶ לְֶך אֶ ל־אַ בְ ָר ָהָּ֑ם
무엇을 보았기에 네가 이런 일을 하였느냐? (ָשיתָ אֶ ת־הַ דָ בָ ר הַ זֶה
ִ )מָ ה ָר ִֶׁ֔איתָ כִ י ע
(11 절)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 בְ ָרהֶָׁ֔ ם
나는 생각했다. ()כִ י אָ מַ ְר ִתי
이 곳에는 분명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להים בַ מָ קֹום הַ זֶ ָּ֑ה
ִֶׁ֔ )רַק אֵ ין־יִ ְראַ ת א
이들이 나의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ל־דבַ ר ִא ְש ִתי
ְ ) ַוה ֲָרגּונִי ע
(12 절) 게다가 그녀는 나의 누이, 내 아버지의 딸이다. ()וְ גַם־אָ ְמנָה אֲחֹ ִתי בַ ת־אָ בִ י ֶׁ֔ ִהוא
그러나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다. (ת־א ִ ָּ֑מי
ִ ַ)אַ ְך ל ֹא ב
그녀가 내 아내가 된 것이다. ()ו ְַתהִ י־לִ י לְ ִאשָ ה
(13 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돌아 다니게 하실 때 () וַיְ הִ י ַכאֲשֶ ר הִ ְתעּו אֹ ִתי אֱֹלהִ ים ִמבֵ ית אָ בִי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וָאֹ מַ ר ֶָׁ֔לה
이것이 네가 나에게 베풀어야 할 은혜다. ()זֶה חַ ְס ֶׁ֔ ֵדְך אֲשֶ ר תַ ע ֲִשי עִ מָ ִ ָּ֑די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에서, 나를 “그는 내 오라비다”라고 말하라.
()אֶ ל כָל־הַ מָ קֹום אֲשֶ ר נָבֹוא שֶָׁ֔ מָ ה ִא ְמ ִרי־לִ י אָ חִ י הּוא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비멜렉은 밤새 하나님의 질책을 받았다. 아마도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나서 한숨도 못 잤을지도 모를
일이다. 아침이 밝자마자 모든 종들을 불러 모아 그들에게 밤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전했다. 아비멜
렉의 이야기를 들은 종들은 몹시 두려워했다.
하나님은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보호하셨다. 안전하게 보호했을 뿐만 아니
라 아브라함의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
씀은 아브라함이 선지자이고,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해 기도할 것이며,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의
생사 여탈권을 지고 있다는 내용이다 (창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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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야기는 순식간에 그랄 공동체 전체에 알려졌다. 헤브론에서 옮겨와 안전하게 머물기를 바랬던,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 속여 아비멜렉에게 넘겼던 아브라함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직면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비록 아브라
함은 또 다시 실수했지만, 그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선민으로 안전하게 살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 채 1년도 되지 않아 이삭이 태어난다. 그것도 아비멜렉이 다스리는 그랄 땅에
서 말이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가나안 사람들에게 아브라함의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시켜 주셨
다. 아브라함은 비겁하게도 또 다시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했지만 하나님은 거꾸로 그 사건을 이용하
셔서 아브라함을 그 땅에서 안전하게 살도록 하셨다. 아브라함에게는 전화위복이 된 셈이다.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다시 한번 확증되었다. 하나님은 아
브라함의 믿음없는 행동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계획하신 모든 일을 이루어가신다. 우리 크리스천들
도 하나님의 언약을 지닌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구속의 언약이다. 구속의 언
약은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는다는 언약이고, 우리를 자녀삼아 주신다는 약속이며, 우리를 천국 백성
으로 인정한다는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경우라도 반드시 성취된다. 믿는 자들도 살아가면
서 실수하거나 넘어질 수 있다. 고난에 처할 수도 있고, 해서는 안될 일을 해서 죄책감과 수치심으로
고통받을 수도 있다. 이혼 등의 문제로 가정이 깨어질 수도 있고, 일탈한 자식 문제로 잠못 이루는 밤
이 계속될 수도 있다. 불륜을 저질러 남몰래 고민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모든 잘못에
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조건부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무조건적이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처하든지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신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함이다. 우리
가 하나님 앞에 끝내 당당히 설수 있는 것은 우리 자신의 의로운 행동 때문이 아니다. 우리가 눈처럼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도 아니다. 오직 예수 스리스도로 인해서만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
에 설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밤새 곤욕을 치른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다.
“네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한 것이냐? 네가 나와 내 나라에 가져 온 엄청난 죄를 내가 지었으면 어쩔 뻔
하였느냐? 너는 나에게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였다. 무엇을 보았기에 네가 이런 일을 하였느냐?” (9절).
이 무슨 망신인가? 아브라함은 택한 백성이고 아비멜렉은 이방인이다. 솔직히 차라리 이 순간만큼은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었으면 하는 생각조차 든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죄를 불러
왔고, 그 때문에 아비멜렉이 죄를 지을 뻔했다.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자신의 땅에 터잡고 잘 살고
있는 아비멜렉과 그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이 몹쓸 짓을 저지를 뻔했다. 평화로운 마을에 한 무리의 뜨
내기가 들어와 평지풍파를 일으킬 뻔했으니 말이다. 사실 아브라함이 가거나, 그와 관련된 곳마다 늘
문제가 일어났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네게브로 가자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이번엔 기근을 피
해 이집트로 갔는데 거기서는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들이닥쳤다. 누가 뭐래도 아브라함이 원인 제
공자다. 아브라함이 사랑한 조카 롯이 들어갔던 소돔과 고모라는 전쟁이 끊이질 않았고, 결국에는 하
나님의 심판으로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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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여지없이 문제를 일으켰다. 이 정도되면 아브라함은 문제투성이 인간이다. 왜 그럴까? 아
브라함이 인생을 잘못 살아서 그런 것일까? 아니다. 아브라함이 특별히 잘못된 삶을 살지도 않았다.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이 그랬다. 오늘날 우리의 윤리적 잣대로 함부로 그들을 평가해서는 안 된
다. 아브라함은 여느 사람들과 다름없이 그 당시의 삶의 방식대로 살았을 뿐이다. 문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고 그에게 언약을 한 이상 하나님은 그의 삶에 개입할 수 밖에 없었다. 그를 통
해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해 가야 하니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사사건건 관여할 수 밖에 없
었다. 그를 통해 인류 구원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아브라
함의 삶이 다른 이들과 달리 왜곡되어 비치는 이유는 그가 특별히 비겁하게 삶을 살았기 때문이 아니
라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를 이끄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도리어 엉뚱한 결과를
초래한 경험은 없는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 오히려 더 잘 되고 떵떵거리며 사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종종 일이 꼬이고 그로 인해 괴로움을
겪게 되는가? 그런데 명심하기 바란다.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삶에 입증되는 순
간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신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지금 힘
든 상황에 처해 있는가? 힘들더라도 그 상황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분의 뜻에 자
신을 맡겨보는 것이 어떨까?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이 당신의 삶에 개입하고 있다는 걸 당신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은 당신이 세
상 방식대로 사는 걸 내버려 두지 않으실까요?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당신은 그 일을 통해
무엇을 배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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