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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마엘을 떠나 보내다 (주일
)오늘의 본문 (창 21:14~21
(14 절)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떡을 챙기고 물 한 가죽부대를 챙겼고,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그녀를 그 아이와 함께 떠나 보냈습니다.
ַל־שכְׁ מָ ּה וְׁ אֶ ת־הַ ֶילֶד וַיְׁ שַ לְׁ ֶחֶ֑הָ (
) ַוי ְַׁשכֵּם אַ בְׁ ָרהָ ם בַ בֹּ קֶ ר וַיִּ קַ ח־לֶחֶ ם וְׁ חֵּ מַ ת מַ יִּ ם וַיִּ תֵּ ן אֶ ל־הָ גָר שָ ם ע ִּ
)וַתֵּ לְֶך ו ֵּ֔ ֵַּתתַ ע בְׁ ִּמ ְׁדבַ ר בְׁ אֵּ ר שָ בַ ע( 그녀는 나갔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וַיִּ כְׁ לּו הַ מַ יִּ ם ִּמן־הַ ֵּ ֶ֑חמֶ ת( (15 절)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그 아이를 관목덤불 (떨기나무) 아래에 두었습니다.
)וַתַ ְׁשלְֵּך אֶ ת־הַ ֵֶּ֔ילֶד תַ חַ ת אַ חַ ד הַ ִּשיחִּ ם(
(16 절) 그녀는 걸어서 화살이 날아갈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마주 앉아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 וַתֵּ לְֶך וַתֵּ שֶ ב לָּה ִּמ ֶנגֶד הַ ְׁרחֵּ ק כִּ ְׁמטַ ֲחוֵּי קֵֶּ֔ שֶ ת כִּ י אָ ְׁמ ָ ֵּ֔רה(
)אַ ל־אֶ ְׁראֶ ה בְׁ מֹות הַ יָ ֶ֑לֶד( !나는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가 반대편에 앉았을 때, 그녀는 목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וַתֵּ שֶ ב ִּמ ֵֶּ֔נגֶד ו ִַּתשָ א אֶ ת־קֹּ לָּה וַתֵּ בְׁ ךְׁ (
)וַיִּ ְׁשמַ ע אֱֹלהִּ ים אֶ ת־קֹול הַ ַנעַר( (17 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וַיִּקְׁ ָרא מַ לְׁ אַ ְך אֱֹלהִּ ים אֶ ל־הָ גָר ִּמן־הַ שָ ֵּ֔ ַמיִּם(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렀습니다.
) ַוי ֹּאמֶ ר לָּה(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מַ ה־לְָך הָ גָ ֶ֑ר( 무슨 일이냐? 하갈아.
ל־תי ְׁר ִֵּּ֔אי( 두려워 하지 말라.
)אַ ִּ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כִּ י־שָ מַ ע אֱֹלהִּ ים אֶ ל־קֹול הַ ַנעַר בַ אֲשֶ ר הּוא־שָ ם(
)(18 절
קּומי ְׁש ִּאי אֶ ת־הַ ֵַּ֔נעַר( 일어나라, 그 아이를 일으켜라.
) ִּ
)וְׁ הַ ֲחזִּיקִּ י אֶ ת־יָדֵּ ְך ֶ֑בֹו( 네 손으로 그를 강하게 붙들어라.
ֲשימֶ נּו(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כִּ י־לְׁ גֹוי גָדֹול א ִּ
(19 절)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었고, 그녀는 샘물을 보았습니다.
)וַיִּ פְׁ קַ ח אֱֹלהִּ ים אֶ ת־עֵּי ֵֶּ֔ניהָ וַתֵּ ֶרא בְׁ אֵּ ר ָ ֶ֑מיִּם(
그녀는 가서 물 한 가죽부대를 채웠고, 그 아이가 마시도록 했습니다.
) וַתֵּ לְֶך ו ְַׁתמַ לֵּא אֶ ת־הַ חֵּ מֶ ת ֵּ֔ ַמיִּ ם וַתַ ְׁשקְׁ אֶ ת־הַ ָנעַר(
)וַיְׁ הִּ י אֱֹלהִּ ים אֶ ת־הַ ַנעַר וַיִּ גְׁ ָ ֶ֑דל( (20 절)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있었고, 그가 자랐습니다.
) ַויֵּשֶ ב בַ ִּמ ְׁד ֵּ֔ ָבר וַיְׁ הִּ י רֹּ בֶ ה קַ שָ ת( 그가 광야에 거주하였고, 그는 활 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21 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하였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이집트(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
ָארן ו ִַּתקַ ח־לֹו ִּאמֹו ִּאשָ ה מֵּ אֶ ֶרץ ִּמצְׁ ָריִּ ם( 어 주었습니다.
) ַויֵּשֶ ב בְׁ ִּמ ְׁדבַ ר 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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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는 날이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다. 아들이 먹을 떡과 마
실 물을 챙겨 아무 말도 않고 묵묵히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었다. 성경의 독자들은 이 광경을 읽으며 무
슨 생각이 드는가? 혹시라도 ‘이삭을 괴롭히던 종의 자식 이스마엘이 드디어 떠나는구나!’ 또는 ‘아들
하나 없이 서러운 시절을 보냈던 사라의 속이 얼마나 시원하겠는가!’라며 이삭과 사라의 입장에서 이
들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나는 것을 너무 당연시 여기지는 않을까? 만약 그런 시각으로 성경을 읽는다
면 참으로 경도된 시각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것이다.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다. 아브라함, 사라, 이삭이라 하더라도그들은 단지 조연에 불
과할 뿐 주인공은 언제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갈과 이스마엘도 마찬가지다. 창
세기에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은 선의 역할을 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은 악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
다. 그렇기에 독자들은 각자의 호불호나 자신이 가진 선악 개념으로 이들을 바라 보아서는 안된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첫아들이다. 사라의 몸종이긴 해도 하갈 역시나 엄연히 아브라함의 첩이다.
그녀는 86살까지 아들이 없어 심적 고통을 겪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옥동자를 낳아 준 고마운 사람이
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까지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생각했다. 성경에 의하면 이스마엘이 태어
난 후 13년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에 개입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특히, 후손에 관한 문제
에서는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하셨다. 늙으막에 얻은 귀한 자식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이 얼마나 애
지중지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런데 늘그막에 이런 정든 아스마엘을 떠나 보내야 하는 날을
맞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은 만감이 교차했을 것이다. 성경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
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창 21:10)라는 사라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매우
근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고민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까지 사라의 편을 드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어 보내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상속자인 건 맞지만 그렇
다고 이스마엘을 내쫓기까지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라고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아무리 하나님
의 명령이라고 해도 십수 년을 키운 자신의 피붙이를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아버지가 과연 몇이나 되
겠는가? 그렇기에 지금 침묵하며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브라함을 보는 독자들의 마음은 너무도 아프
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아마도 밤새 한숨도 못 잤을 지도 모른다. 영영 볼 수 없는 곳으로 먼 길을
떠나는 아들을 위해 손수 먹을 것과 물을 챙기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날 이
스마엘과 하갈은 그렇게 아브라함의 집을 떠났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다. 하나님의 도움없이 순수하게 자신의 힘으
로 낳은 아들이다. 하지만 이삭은 그렇지 않다. 아브라함의 나이 100세가 다 된 노년이니 생산 능력이
의심될만한 나이였다. 게다가 사라는 애초부터 생식 능력이 없는 여자였다. 누가 보아도 이삭은 하나
님의 능력으로 낳은 아들이다. 하나님이 선물로 준 아들이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복잡
해진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과는 생이별을 하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이
삭과 살아야 한다.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자면 이스마엘은 전적으로 아브라함이 애쓰고 공들여 만들
어 놓은 자기 노력의 결과물인 셈이다. 그는 그것을 떠나 보내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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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신앙도 그렇다. 많은 이들이 의로운 행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려 하고 자신의 신앙을 입증
해 보이려 한다. 어떤 이들은 노숙자를 돌보고,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우물을 파 주기도 한다. 양로원
을 찾아 무의탁 노인들을 위로하고 돌보기도 하고 겨울이면 달동네에 연탄을 배달해 주기도 한다. 어
떤 이들은 헌금을 통해 의를 쌓고자 한다. 그런 이들은 십일조를 거르는 일은 생각도 하지 못하고 철
마다 특별헌금, 감사헌금을 절대로 거르지 않는다. 교회 헌금은 물론이고 아무도 모르게 불우 이웃 단
체에 헌금을 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교회 봉사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한다. 교회 내에서
여러 가지 직책을 맡아 봉사하는 것으로 자기 의를 쌓기도 한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그리스도인이라
면 당연히 해야하는 일들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런 것으로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장받을 수
가 없다. 타종교인들도 그만한 선행은 한다. 게다가 무신론자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 이들이 선행을 하
며 살고 있는가? 이처럼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각자가 생각하는 선한 행위를 통해 자신들
의 의를 입증하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문제는 인간들이 하는 어떤 의로운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정
하시는 의로움이란 단 한 가지뿐이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만
들어 낸 그 의로움으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설령 이 세상에서 선한 향력을 끼치기는커
녕 고통 속에서 힘들게 살고, 실패와 실수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심지어 돌이킬 수 없
는 죄를 지어 형벌을 받은 자라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함을 입은 자라면 그 누구도
그를 정죄할 수 없다. 그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이다. 한편, 야고보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믿음이 있는 자라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것은 마
치 죽은 자가 움직이는 것과 다름없다는 말이다. 죽은 자는 아무 것도 행할 수 없다. 이처럼 행함은 반
드시 살아있음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자와는 반대로 살
아있는 자는 당연히 무엇이든 행하게 되어있다. . 이처럼 믿음은 단순한 행위(Doing)에 관한 문제일 뿐
만 아니라 존재(Being)에 관한 문제이도 하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지 못한 인간들이 억
지로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살아있음을 입증하려는 시도는 반드시 율법주의로 흐르게 되어 있다. 그
런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 그렇기에 믿는 우리들은 성령님이 탄식하여 우리 마음 속에서 부
르짖는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 된다. 행위는 강요나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흘
러나오게 되어 있다.
아브라함은 지금 자신의 힘으로 낳아 기른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보내려 한다. 자신의 의를 벗고 하나
님의 의를 입는 힘든 과정을 경험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너무도 마음이 아팠을 것이다. 지금 각자의 신
앙을 돌아보기 바란다. 각자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자랑하며 내어 놓고 있는지를 돌아보라.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 하나님은 사람들에
게 각자 자기 자신이 만든 의를 내려 놓고 그리스도로 옷입으라고 명령하신다. 당신은 그리스도 한 분
만으로 만족하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아브라함이 육신의 아들 이스마엘을 떠나 보내야 했던 것처럼 당신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당신이 애지중지 여기던 명예와 훈장들을 어떻게 벗어버릴 수 있었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후 당신에게 바뀐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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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외침을 들으시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1:14~21)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갈은 이스마엘과 함께 집을 나섰다. 당시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거하고 있었다. 브엘세바는 그랄의
동쪽에 있고, 그 당시 팔레스틴에서 이집트로 오가는 내륙 도로가 이곳 브엘세바를 통과했다. 브엘세
바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이 살던 헤브론이고 남쪽으로 내려가면 하갈의 고향 이집트다.
성경은 하갈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방황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타아’ ()תָ עָה는 ‘헷갈려서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태’를 뜻하는 단어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다른 여종들과는 분명히 다른 대접을 받으며 살았을 것이다. 물론 이스마
엘을 낳은 덕분이다. 그런데 그 이스마엘 때문에 고난도 겪었다. 집에서 쫓겨난 것이 이번이 두 번째
다. 처음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사라를 무시한다는 이유로 쫓겨났었다. 그 때는 무작정 남쪽으로 걸
어 이집트 근처 브엘라헤로이까지 갔다. 그곳에서 하갈은 하나님을 만났고 다시 헤브론의 아브라함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여태까지 잘 살아왔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상속자였으며 하갈은 상속자를 낳은 어머니였다. 그 동안 하갈은 아마도 꽤나 어깨에 힘
주며 살았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자신의 이름처럼 또다시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어디로 가야하며,
무엇을 해야하나? 하갈은 도저히 인생의 갈피를 잡지 못하고 광야 이곳저곳을 헤매며 다녔다.
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이 어깨에 메어 준 가죽 부대도 텅 비어 더 이상 마실 물도 없다. 아이도 지치고
자신도 탈진했다. 이스마엘은 완전히 탈진해서 몸을 가눌 기력마저 없었다. 하갈은 이스마엘을 관목
아래 덤불에 눕혀 놓고는 화살이 날아갈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마주 앉아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로서 아
무 것도 하지 못하고 마냥 울고 있는 모습을 차마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랬을 게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저 멀리 앉아서 목이 말라 숨을 가쁘게 내쉬며 죽어가는 아들의 모습
을 바라보기나 하면서 울 뿐이다. 하갈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뜨거운 햇살도 아랑곳 않고 큰 소리
로 목놓아 울 정도로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 이렇게 아들과 함께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할 거였다면
전에 이스마엘을 임신한 채로 주인의 집을 나왔을 때 죽게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고향 이집트로 가도
록 하실 것이지 어떻게 이 지경까지 몰고 온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차라리 자기 인생에
개입하지 마시든지, 왜 도망가는 자신에게 나타나서는 용기를 북돋워주고 이브라함의 집으로 되돌
아가게 하신 것인지 그런 하나님이 너무도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그런 하갈이 하나님을 향해 외쳤다.
“나는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갈은 목놓아 엉엉 울었다. 하갈이 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런데 그 순
간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늘을 향해 외친 것은 하갈인데 하나님은
정작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참고로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들으심’이란 뜻이다. 워드 플레이인
지는 몰라도 17 절의 첫 단어가 ‘라이쉬마아’ ()וַיִּ ְׁשמַ ע다. ‘라’가 접속사이고 ‘이쉬마아’가 동사다. ‘이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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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아 엘로힘’이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말이다. 곧 이어 천사가 하갈에게 나타났
다. 그리고는 하갈을 위로하며 말했다.
“무슨 일이냐? 하갈아. 두려워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라 아
이를 일으켜라. 네 손으로 그를 강하게 붙들어라. 내가 그를 큰 족속이 되게 할 것이다.”
하갈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때 하나님이 그녀의 눈을 열어 주셨고 그녀의 눈에 오아시스가 보였다.
그녀는 오아시스를 향해 달려갔다. 그리고는 가죽 부대에 한가득 물을 담아서 덤불 밑에 쓰러져 있는
아스마엘에게 달려갔다. 아스마엘은 브엘세바에서 떠온 물을 먹고 소생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
셨다. 하나님은 이삭이 아닌 이스마엘과도 함께 하셨다. 다만 이스마엘은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약
속의 자녀 반열에서 제외되었을 뿐, 이 세상에서는 큰 민족을 이루며 살게 하셨다. 애초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의 적자로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존재였고, 이제 그 역할이 끝난 것이다. 언약을 위해 조연으로 살다가 조연으로 죽
는 사람도 있고, 언약을 받아 언약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도 있다. 이스마엘은 언약의 은혜를 누린 자
가 아니라 단지 언약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한 징검다리 같은 존재로 살았다. 그것이 그의 역할이다.
가끔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 비정하고 심지어는 가혹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다. 어떤 이는 사랑
하는 이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일부러 그가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신 것은 아닐 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처럼 하나
님을 믿게 되기까지 참으로 힘든 길을 걸어온 사람들도 많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느끼는 것은 하
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해 범주를 넘어선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 당장은 이
해가 되지 않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당신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받
아들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의 생각
을 주장하고 관철해서 현 상황을 바꾸어가는 능력이 아니라 눈 앞에 보이는 현실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받아들인 만큼 믿음은 성숙된다.

묵상을 위한 질문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사
실이 당신에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손인 이삭이 올 때까지 그 집안의 맏아
들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
할을 합니까? 그 과정을 통해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를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
서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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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셋 사람들과 동거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1:22~34
(22 절) 그 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 וַיְׁ הִּ י בָ עֵּת הַ ֵּ֔ ִּהוא ַוי ֹּאמֶ ר אֲבִּ ימֶ לְֶך ּופִּ יכֹּ ל שַ ר־צְׁ בָ ֵּ֔אֹו אֶ ל־אַ בְׁ ָרהָ ם לֵּאמֶֹּ֑ ר(
)אֱֹלהִּ ים עִּ ְׁמ ֵּ֔ך בְׁ כֹּ ל אֲשֶ ר־אַ תָ ה עֹּ שֶ ה(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23 절
)וְׁ עַתָ ה הִּ שָ בְׁ עָה לִּ י בֵּ אֹלהִּ ים הֵֵּּ֔ נָה( 그러니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맹세하라.
ם־ת ְׁשקֹּ ר לִֵּּ֔ י ּולְׁ נִּ ינִּ י ּולְׁ נֶכְׁ ִּ ֶ֑די( 나와 내 자손과 내 후손을 옳지 않게 다루지 않고
) ִּא ִּ
יתי עִּ ְׁמך( 내가 너와 함께 행하였던 호의대로
)כַחֶ סֶ ד אֲשֶ ר־ע ִָּש ִּ
) תַ עֲשֶ ה עִּ מָ ִֵּּ֔די וְׁ עִּ ם־הָ אָ ֶרץ אֲשֶ ר־ג ְַׁרתָ ה בָ ּה(너는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하라.
) ַוי ֹּאמֶ ר אַ בְׁ ָרהֵָּ֔ ם( (24 절)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אָ נֹּ כִּ י ִּאשָ בֵּ ַע( 내가 맹세하겠다.
ימלְֶך( (25 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습니다.
)וְׁ הֹוכִּ חַ אַ בְׁ ָרהָ ם אֶ ת־אֲבִּ ֶ ֶ֑
)עַל־אֹּ דֹות בְׁ אֵּ ר הַ ֵּ֔ ַמיִּ ם אֲשֶ ר ָגזְׁלּו עַבְׁ דֵּ י אֲבִּ ימֶ לְֶך(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았은 우물에 대해서,
ימלְֶך( (26 절)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בִּ ֵּ֔ ֶ
)ל ֹּא י ֵּ֔ ַָדעְׁ ִּתי ִּמי עָשָ ה אֶ ת־הַ דָ בָ ר הַ זֶ ֶ֑ה( 나는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וְׁ גַם־אַ תָ ה ל ֹּא־הִּ ג ְַׁדתָ לִּ י( 너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וְׁ גַם אָ נֹּ כִּ י ל ֹּא שָ מַ עְׁ ִּתי בִּ לְׁ ִּתי הַ יֹום( 나도 듣지 못하였고 오늘에서야 들었다.
(27 절)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와서 아비멜렉에게 주었고, 그들 두 사람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ימלְֶך וַיִּ כְׁ ְׁרתּו ְׁשנֵּיהֶ ם בְׁ ִּרית(
)וַיִּ קַ ח אַ בְׁ ָרהָ ם צ ֹּאן ּובָ קֵָּ֔ ר וַיִּ תֵּ ן ַלאֲבִּ ֶ ֶ֑
) ַויַצֵּ ב אַ בְׁ ָרהָ ם אֶ ת־שֶ בַ ע כִּ בְׁ שֹּת הַ צ ֹּאן לְׁ בַ ְׁדהֶ ן( (28 절) 아브라함이 일곱 어린 암양을 따로 세웠습니다.
) ַוי ֹּאמֶ ר אֲבִּ ימֶ לְֶך אֶ ל־אַ בְׁ ָר ָהֶ֑ם( (29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왜 여기에 따로 세운 일곱 어린 암양이 있느냐
) מָ ה הֵּ נָה שֶ בַ ע כְׁ בָ שֹּת הָ ֵּ֔ ֵּאלֶה אֲשֶ ר הִּ צַ בְׁ תָ לְׁ בַ דָ נָה(
) ַוי ֹּאמֶ ר( (30 절)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שת ִּתקַ ח ִּמי ִּ ֶָ֑די( 너는 내 손으로 부터 일곱 어린 암양을 가져가라.
)כִּ י אֶ ת־שֶ בַ ע כְׁ בָ ֵּ֔ ֹּ
그래서 그것이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가 될 것이다.
) בַ עֲבּור ִּתהְׁ יֶה־לִּ י לְׁ ע ֵּ֔ ֵָּדה כִּ י חָ פ ְַׁר ִּתי אֶ ת־הַ בְׁ אֵּ ר הַ ז ֹּאת(
שבַ ע( (31 절) 그러므로 그는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עַל־כֵּן קָ ָרא לַמָ קֹום הַ הּוא בְׁ אֵּ ר ָ ֶ֑
)כִּ י שָ ם נִּ ְׁשבְׁ עּו ְׁשנֵּיהֶ ם( 왜냐하면 그들 둘이 그곳에서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שבַ ע( (32절) 브엘세바에서 그들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וַיִּ כְׁ ְׁרתּו בְׁ ִּרית בִּ בְׁ אֵּ ר ָ ֶ֑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은 일어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 ַויָקָ ם אֲבִּ ימֶ לְֶך ּופִּ יכֹּ ל שַ ר־צְׁ בָ ֵּ֔אֹו ַויָשֻׁ בּו אֶ ל־אֶ ֶרץ פְׁ לִּ ְׁש ִּתים(
שבַ ע( (33절)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וַיִּ טַ ע אֶ שֶ ל בִּ בְׁ אֵּ ר ָ ֶ֑
)וַיִּ קְׁ ָרא־שֵָּ֔ ם בְׁ שֵּ ם יְׁ הוָה אֵּ ל עֹולָם(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34 절)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많은 날을 머물렀습니다.
) ַו ָיגָר אַ בְׁ ָרהָ ם בְׁ אֶ ֶרץ פְׁ לִּ ְׁש ִּתים י ִָּמים ַרבִּ י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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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스마엘은 떠났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둘째 아들 이삭만 남았다. 당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다
스리는 그랄 땅에 계속 살고 있었다. 이스마엘이 떠나고 난 후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아브라
함을 찾아왔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에게 단단히 확약을 받아 둬야 할 게 있었다. 아비멜렉과 군대장
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자.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맹세
하라. 나와 내 자손과 내 후손을 옳지 않게 다루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행하던 호의대로, 너는 나와 네
가 머무는 이 땅에서 행하라” (창 21:22~23).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들어온 날부터 잊지 못할 경험을 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
라 속인 것을 까맣게 몰랐던 아비멜렉은 사라를 자기 집으로 들이고 난 후 악몽을 꾸었다. 그는 꿈에
서 하나님의 호된 질책을 받았다. 게다가 그랄 땅의 모든 여인들의 태가 닫히는 저주까지 받았다. 그
런 악몽 속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소개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자 거짓말처럼 모든 여인들의 닫혔던 태가 열리게 되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100세를 앞
두고 있던 아브라함, 게다가 절대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것 같은 늙은 사라 사이에 아이가 생겼다. 그리
고 이듬해에 사라는 옥동자를 낳았다. 누가 보아도 아브라함은 여느 사람과는 다른 대단한 존재로 생
각됐을 것이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은 아브라함을 예삿 사람으로 여길 수 없었다. 이들은 자신의 땅에 들
어와서 잠시 거주하는 아브라함을 잘못 대했다가는 큰 경을 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들이 아브
라함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호의로
대해 달라는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의 부탁을 받고 그 제안을 받아들인다. 마치 자신이 대단
한 사람이나 되는 듯 다소 으시댄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다. 아브라함은 말한다 “내가 맹세하겠다!” 사
실 누가 부탁을 하고 누가 부탁을 들어주어야 하는가? 아브라함이 처음 그랄 땅에 들어왔을 때를 생
각해보라. 그때 아브라함은 그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까지 했었
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었다.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 적반하
장이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다.
25 절에는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우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다는 기록이 나
온다. 그의 달라진 위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정도 되면 아브라함은 사실상 그곳의 실
세나 다름이 없다. 아브라함의 책망에 아비멜렉이 절쩔매는 모습을 보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나는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당신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나도 듣지 못하였고 오늘
에서야 들었다” (26절).
아비멜렉의 변명은 궁색하기 짝이 없다. 그랄 땅이 아무리 작은 지역이라해도 아비멜렉은 그곳의 왕
이다. 그의 이름 또한 ‘왕의 아버지’라는 뜻이 아닌가? 더군다나 그를 보좌하고 있는 군대 장관 비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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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자’ ‘전사’라는 이름을 가진 자이다. 그곳의 토박이 왕이 강한 군대 장관을 대동하고 보잘것없는
초로의 아브라함에게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참으로 어색하지 않은가?
사실 아브라함은 자기 의사로 헤브론에서 그랄로 왔다. 왜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의 헤브
론을 뒤로하고 낯선 그랄 땅으로 왔는지는 알 수 없다. 분명히 무슨 사정이 있었을 테지만 성경은 그
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분명 아브라함 스스로 그곳을 떠나 그랄로 왔겠지만 아브라함의 삶은 여
전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 현재 그에게 벌어지고 있는 사건들이 그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손과 더불어 언약식을 거행한다. 일종의 불가침 조약이자
서로의 영역을 인정하는 언약식이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언약식은 아브라함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와서 아비멜렉에게 주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따로 암양 일
곱을 세웠다. 우물을 아브라함이 팠으니 이 우물은 아브라함 소유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이로써 아브라함은 광야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식수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성경
은 그곳이 블레셋 사람의 땅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위협 없이 오랜 동안을
지낼 수 있었다. 아브라함 자신의 능력이나 힘으로 적들의 심장부에서 살아남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의 보호하심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서 그렇게 기다리던 후손 이삭도 낳았다. 하나님은 아브
라함의 삶을 통제하시지 않았다. 헤브론에서 그랄로 옮기든 어디로 가든 두고만 보셨다. 하지만 그 가
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날 시기까지 알려주시면서 언제나 그를 보호하고 그와 한 약속을
지키셨다.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거하든지 누구와 더불어 살고 있든지 전혀 상관없다. 하나님은 말씀
하신 대로 당신의 일을 묵묵히 행하고 계신다. 불레셋 사람의 땅, 강한 군대 장관 비골이 있는 그곳에
서도 아브라함이 존재감있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다.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
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신실하게 행하셨다.
우리들도 이 세상 사는 동안 실수를 하기도 하고, 때론 험한 곳에서 외롭고 치열하게 살아갈 때도 있
다. 어떤 때는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다. 하지만 어디 가서 하소연 할
대상도 없고, 사방으로 욱여쌈을 당해 막막한 상황에 처했을 때조차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묵묵히 실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우리 삶의 한 걸음, 한 호흡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낯선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어떤 생각
이 드나요? 당신의 삶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있음을 믿고 있습니까? 그 사실이 당신
에게 어떤 영향을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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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22:1~3)
(1 절) 이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였습니다.
(ֱֹלהים נִּ סָ ה אֶ ת־אַ בְׁ ָר ָהֶ֑ם
ִֵּּ֔ ) וַיְׁ הִּ י אַ חַ ר הַ ְׁדבָ ִּרים הָ ֵּ֔ ֵּאלֶה וְׁ הָ 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וי ֹּאמֶ ר אֵּ ֵָּ֔ליו
아브라함아. ()אַ בְׁ ָרהָ ם
그가 대답했습니다. () ַוי ֹּאמֶ ר
제가 여기 있습니다. ()הִּ נֵּנִּי
(2 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וי ֹּאמֶ ר
지금 취하라!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 . 그리고 가라! 모리아 땅으로…
(ידך אֲשֶ ר־אָ הַ בְׁ תָ אֶ ת־יִּ צְׁ חֵָּ֔ ק וְׁ לְֶך־לְׁ ֵּ֔ך אֶ ל־אֶ ֶרץ הַ מֹּ ִּריָ ֶ֑ה
ְׁ ִּ) קַ ח־נָא אֶ ת־בִּ נְׁ ך אֶ ת־יְׁ ח
번제로 드리라! 그를…내가 네게 말할 한 산, 그 곳에서
(עלֵּהּו שָ ם לְׁ עֹּ ֵָּ֔לה עַל אַ חַ ד הֶ הָ ִּ ֵּ֔רים אֲשֶ ר אֹּ מַ ר אֵּ לֶיך
ֲ ַ) וְׁ ה
(3 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어 나귀에 안장을 지웠습니다.
() ַוי ְַׁשכֵּם אַ בְׁ ָרהָ ם בַ בֹּ קֶ ר ַו ַיחֲבֹּ ש אֶ ת־חֲמֹּ ֵּ֔רֹו
그의 남종들 둘과 그의 아들 이삭을 취했습니다. (ת־שנֵּי נְׁ ע ָָריו ִּא ֵּ֔תֹו וְׁ אֵּ ת יִּ צְׁ חָ ק בְׁ נֶ֑ ֹו
ְׁ ֶ)וַיִּ קַ ח א
그는 번제를 위한 나무를 쪼개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갔습니다.
() וַיְׁ בַ קַ ע עֲצֵּ י עֹּ ֵָּ֔לה ַויָקָ ם ַו ֵֵּּ֔ילְֶך אֶ ל־הַ מָ קֹום אֲשֶ ר־אָ מַ ר־לֹו הָ אֱֹלהִּ י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에게 나뭇짐을 지운 것을 보면 아마도 이삭
은 성인에 가까운 소년이었을 것이다. 이삭이 이렇게 자라나기까지 십수 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
의 삶에 일체 개입하시지 않았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오랜만에 나
타나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황당한 명령을 하신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
다. 청천병력도 유분수지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가? 우리는 이 명령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아케다’ (Akedah)라고 부른다. 히브리어로 ‘아케다’()עקד는 ‘결박하
다’는 뜻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그를 결박한데서 유래한 말이다.. 창세기 22장
은 이해하기가 참으로 난해한 부분이다. 물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
의 믿음을 확증했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 그의 믿음을 시험할 필요가 있었는지
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그런데 난해하다는 말은 그만큼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말도 된다. 이 사건
에는 하나님이 나오고 아버지와 아들이 등장한다. 3일이라는 긴 여정에 나무와 대속 제물인 숫양이
등장한다. 게다가 이삭을 죽이려고 칼을 빼드는 순간 하나님의 개입은 극적이기까지 하다. 그렇기 때
문에 이 사건에서 단 하나의 주제만을 부각하여 그 의미를 해석한다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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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에피소드는 ‘그 일 후에’라는 말로 시작한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때문에 바로 직전에 있었
던 아비멜렉과의 사건을 떠올린다. 하지만 이 구절은 어떤 특정한 시점을 지칭하기보다는 이전에 일
어난 사건과는 전혀 다른 일종의 반전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좋다. “이 일들이 있은 후”라는 표현은
창세기에 세 번 (창 22:1, 39:7, 40:1) 나온다. 모두 내용상 반전이 있을 때 사용되었다. 이는 이야기의 흐
름상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갑작스런 상황의 반전이 일어남을 의미한다. 그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
에게 명령을 내리는 분이라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고 언약 안에 거할 수 있도
록 아브라함을 도와주는 도우미에 더 가까웠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아들 이삭을 주심으
로써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약속이 다 성취되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할 일은 상속자인 이삭에게 자
신의 모든 것을 넘겨주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이런 그의 인생 막바지에 너무도 큰 반전이 일어났다.
하나님이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싸’ ()נסה다. 히브어는 동사
에 쓰인 용법에 따라 상황이나 의지 등을 가늠할 수 있는데 여기에 쓰인 용법은 피엘(Piel)용법이다. 피
엘 용법은 행동이나 의지가 가장 강한 상황을 표현할 때 쓰인다. 이같은 용법을 근거로 볼 때 아브라
함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결코 시험이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시험은 시험 보는
당사자에게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 하나님의 시험이 늘 그렇듯이 하나님이 인간을 시험하기로 작정
하시면 그 시험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게다가 그 시험은 예고도 없다. 예고가 없다는 말
은 당사자가 시험 가운데 들어가고 난 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시험임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썼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
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
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약 1:2~4).
우리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시험을 당한다. 대부분의 시험은 갑자기 원치 않는 상황이 닥쳐오는 것으
로 시작된다. 그리고 가벼운 시험도 있지만 인생 여정을 통째로 바꾸어 버리는 큰 시험도 있다. 어떤
이는 아침에 웃는 모습으로 출근한 남편이 별안간 교통 사고를 당해 생사를 넘나든다는 전화를 받기
도 한다. 또 어떤 이는 직장을 잃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기도 하고, 가정이 깨지는 고통을 겪기
도 한다. 또 어떤 이는 즐겁게 수학 여행을 떠난 사랑하는 자녀를 갑작스런 사고로 잃기도 한다. 대부
분의 사람들에게는 그런 사건들이 방송에 나오는 뉴스에 불과할 지도 모르지만 그 일을 직접 당한 당
사자들에겐 견디기 힘든 고통이다. 이처럼 우리가 겪는 대부분의 시험은 누구나 피하고 싶은 것이지
만 시험이란 늘 과거형이어서 미리 대비할 수가 없다. 그래서 시험은 당하는 자에게는 전혀 선택의 여
지가 없는 것이며 하나님이 누군가를 시험하셨다는 말은 언제나 사후적 해석인 것이다. 하나님 편에
서 보면 이미 계획된 일이겠지만 당사자들은 일이 다 끝난 후에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었음
을 알게 된다. 따라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는 말씀도 당연히 사후적 해석이다. 하지만 아
브라함은 이 시험을 통해 너무도 많은 것을 얻었다. 하나님의 주권, 사랑, 희생, 대속의 의미까지… 이
특별한 시험을 통해 하나님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심오한 메시지를 전해 주
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시험은 그 과정이 너무도 고통스럽지만 결과는 언제나 유익하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의 삶에도 시험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떤 시험이었나요? 당신은 그 과정을 어떻게 견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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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을 드려라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22:1~3)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이 대답한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부르셨다. 하나님은 그동안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신
적이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늘 ‘너’라는 이인칭으로 불렸다.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다. 하
나님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반가
웠을까? 아니면 당황스러웠을까? 그도 아니면 잔뜩 의혹을 품었을까? 전후사정을 볼 때 아브라함은
이전과는 다르게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에 대해 극도의 긴장을 느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잔뜩 긴
장하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다. 그리고 그 명령은
단호하고 추호도 타협의 여지가 없다. 아브라함이 반드시 이행해야만 하는 추상같은 명령이다.
하나님은 이삭을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이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도 이삭이 아브라
함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아들이며, 그에게 있는 유일한 외아들임을 잘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그를 바치라고 명하신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난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고 있다. 어
차피 하나님이 살리실 것을 알고 있으니 지금 하는 이 명령에 우리들은 별로 긴장감을 느끼지 않는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이 되어 보자. 하나님은 이삭을 정확히 설명하셨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유일
한 아들이다. 하갈에게서 낳은 첫아들 이스마엘은 벌써 쫓겨 나가서 아브라함의 유업을 더 이상 이어
받을 수 없는 상태다. 잘 알다시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당시에나 그 후에도 지속적으
로 아들 문제로 시달린 사람이다. 그런 아브라함이기에 인고의 시간을 참고 기다린 끝에 얻은 아들 이
삭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러웠겠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하신다. 이 명령을 듣는 순간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우리들에게는 없는 위대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이것이 그의 믿음을 하나님
께 보여드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을 리 만무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자마자 그는 너무 황
당했을 것이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게다가 그 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또 그 아들을 손수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할 수 있는지 원망하지 않았겠는가? 아브라함은
아마도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밤새 뒤척거리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지도 모를 일이다. 자신
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을 어떻게 고분고분 순종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성
경은 아브라함의 감정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오직 그의 반응만을 신문기사 쓰듯 냉정하
게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아브라함이 한 행동을 보면 그가 정말 한 아이의 아
버지가 맞나 싶을 정도로 무력하기 짝이 없다. 그는 한 마디 대꾸도 없이 묵묵히 하나님의 명령을 따
랐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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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어 나귀에 안장을 지웠습니다. 그의 남종들 둘과 그의 아들을 취
했습니다. 그는 번제를 위한 나무를 쪼갠 후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향하여 갔습
니다” (창 22:3).
아침 일찍 잠을 깬 아브라함은 말없이 나귀에 안장을 지웠다. 그의 종들 중 남종 둘을 선발하고 이삭
을 불렀다. 그리고는 조용히 번제에 쓸 나무들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을 향해 집을
나섰다.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한 사흘 간의 여행이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가혹한 일
을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으며 아브라함은 왜 아무런 반항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묵묵히 따르
는 것일까? 히브리서 저자는 이것을 믿음이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시험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
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
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히 11:17~19).
결국 믿음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었기에 떼를 쓰지도, 저항하지도 않았다.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 해도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다시 살려 주실 것이라 믿었다는 말이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그의 마음이 편안했을 거라 생각한다면 큰
착각이다. 시험은 언제나 고통과 고난을 수반한다. 아들을 제 손으로 죽이고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일은 그 자체로 엄청난 고통의 과정다. 아브라함의 마음은 혼란스럽고 한편으론 불안한 구석도 없지
않았을 것이다. 아브라함도 인간이다. 인간의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든 할 수 있다. 예수님도 겟세마
네 동산에서 할 수 있으시면 잔을 옮겨 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는가? 이 세상에서 고통이 없는 믿음은
없다. 다른 말로 믿음은 고난을 통과하면서 입증되는 것이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고
난도 없이 삶이 평안하기만 한데 어떻게 십자가의 고통을 이해하겠는가? 부활은 십자가의 고통을 통
과한 후에만 얻어지는 영광이다. 믿음이 그렇다. 지금 이 순간 아브라함은 말이 없다. 하지만 지금 그
는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비통하다.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금 비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어쩌면
그 비통을 통해 믿음을 다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험을 받고 있는 건지 누가 알겠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이삭을 주신 이가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와 같은 반전이 있었습니
까? 그 과정에서 당신은 어떤 고통을 경험했습니까? 견디기 힘든 고통의 과정을 인내하는 동안 당신
이 새롭게 알고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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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이삭은 뭔가?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22:1~3)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좀더 자세히 알아보자. 하나님의 명령은 크게 “취하라” “가라”
“번제로 드리라” 세 개로 나뉜다. 하나님의 첫명령은 “취하라”인데 이렇게 번역된 동사 ‘라카’ ()לָקַ ח는
어떤 물건을 취하거나 땅을 빼앗을 때 사용하는 단어다. 많은 번역에서 이 부분을 ‘동반하다’라는 의
미로 해석하고 있다. 희생 제물이 될 이삭의 의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그에게는 아무 것도 묻지
않는다. 번제로 드릴 아브라함도 그렇지만 희생 제물로 바쳐져야 할 이삭은 도대체 자신이 무엇 때문
에 희생 제물이 되어야 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 하나님의 이 명령에서 이삭은 단순히 희생 제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들렸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랬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가 육신을 입은 이유는 죄
인인 인간들을 위해 그분이 대표로 희생 당하기 위해서다. 3년여의 공생애가 끝나고 유월절 전날이
되었다.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오시면 여느 때처럼 늘 기도하러 가셨
던 겟세마네 동산으로 향하셨다. 때는 늦은 밤이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곧 대제사장들이 보낸 로마 병
사들에게 체포되어 밤새 이리저리 끌려다니며 수난을 당하다가 날이 밝으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
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다.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너무도 잘 아는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며 간
절히 호소했다. 그것도 무려 세 번을 기도했다.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그 순
간만큼은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냉혈한처럼 보인다. 그 동안 예수님을 향해 하나님은 “내 사랑
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의 청을 냉정하게 외면하셨다.
하나님의 결론은 “그냥 십자가를 지라! 그리고 죽어라!”였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 그 자체였다. 희생
제물은 희생되어야만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 법이다.
이삭은 사랑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에 의해 취함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결박 당해야 하고 번제물로 드
려져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어떤 의견도 묻지 않는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다. 그렇
게 어렵사리 얻은 아들 이삭이지만 이 순간만큼은 자기 의지를 박탈 당한 희생 제물에 불과했다.
아브라함에 대한 두 번째 명령은 “가라”이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을 갈데아 우르에서 불러낼 때와 매
우 유사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택하여 부르실 때 “가라…내가 지시할 땅으로!” (창 12:1참조)
라고 말씀하셨다.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 내가 말할 한 산으로”라고 명령하신
다. 그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섰지만 이
번에는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고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곳은 바로 모리아 산이다.
‘모리아’는 ‘하나님에 의해 예비된,’ ‘하나님이 보심’이라는 뜻이다. 아브라함이 가야할 그곳의 이름
속에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내포돼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산을 향해 걸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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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세 번째 명령은 “번제로 드리라”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하고 추상같아서 타협의 여지
가 전혀 없다. ‘번제’로 번역된 ‘오라’ ()עֹּ לָה는 ‘올려 드리다’라는 동사와 어근이 같다. 번제란 그저 제물
을 불에 태우는 의식이 아니라 제물이 불에 태워져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아들을 하
나님에게 온전히 바치라는 뜻이다. 성경에서 번제로 제물을 드리는 것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
전히 개선되는 것을 의미한다. 제물을 바쳐야 한다는 것은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다. 성경은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를 ‘죄’라고 말한다. 그 죄는 인간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꺠끗하게 없앨 수 없다. 오직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는 희생 제물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삭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희생 제물인가? 바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
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화목은 곧 시공을 초월한 택한 백성 모두와의 화목을 의미한다. 다른 말로
이삭은 모든 택한 백성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희생 제물의 모형이다. 인류 역사상 택한 백성
을 위해 자신이 화목 제물로 드려진 분은 단 한 분뿐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삭은 예
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으로 등장한다. 그렇기에 성경은 이삭의 의지를 철저하게 무시한다. 희생 제물
은 그냥 희생하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당신이 희생 제물의 희생으로 혜택을 받는 사람이라면 결코 그
렇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노래한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기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마치 당연한 일로 생각한다. 기껏해야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라며 안
타가워 하는 정도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다름 아닌 믿는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
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진정한 성도란 자신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이 지셨다는 사실을 인
정한 사람들이다. 우리 인간들에게 죄와 허물이 없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다. 그렇
기에 그리스도인은 이중의 정체성을 갖는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 은혜를 받은 수혜자인 동
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죽인 가해자인 것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우리를 가해자라
고 비난하지도 않고 수혜자라고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으신다. 은혜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말고는 철
저하게 우리의 몫이다. 가해자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말고도 우리의 몫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
만 얻어 챙기고 가해자로서의 가책이나 회개가 없다면 그 사람은 반쪽 그리스도인이다. 희생 제물은
말없이 자신의 길을 갈 뿐이다. 이삭은 말이 없다. 털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묵상을 위한 질문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는 명령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화목을 위해 희생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를 위한 희생 제
물로 기꺼이 바칠 수 있었을까요? 그 사랑과 은혜의 깊이를 당신은 진정으로 깨달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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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예배할 것이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22:4~5)
(4 절) 3 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서 그 곳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ישי וַיִּ שָ א אַ בְׁ ָרהָ ם אֶ ת־עֵּינָיו ַוי ְַׁרא אֶ ת־הַ מָ קֹום מֵּ ָרחֹּ ק
ִּ ִּ)בַ יֹום הַ ְׁשל
(5 절)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 בְׁ ָרהָ ם אֶ ל־נְׁ ע ָָריו
너희는 이곳에서 나귀와 함께 머물라. () ְׁשבּו־ ָלכֶם פֹּ ה עִּ ם־הַ ח ֲֵּ֔מֹור
나와 이 아이는 저 곳으로 갈 것이다. (ַד־כה
ֹּ ֶ֑ ) ַואֲנִּ י וְׁ הַ ֵַּ֔נעַר נֵּלְׁ כָה ע
우리는 예배할 것이다. (נִּשתַ ֲחוֶה
ְׁ ְׁ)ו
그리고 우리는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וְׁ נָשּובָ ה ֲאלֵּיכֶ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집을 나선 아브라함 일행은 북으로 향했다. 아브라함과 이삭, 남종 둘과 나귀 한 마리가 일행의 전부
다. 집을 나선지 사흘째 되던 날 아브라함 일행은 모리아 산 근처에 도착했다. 아브라함이 거하던 브
엘세바에서 지금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모리아 산까지의 거리는 약 48 마일 정도다 (약 75Km). 아브
라함 일행은 이 길을 사흘 동안 걸었다. 하루에 16마일 (약 25km) 씩 걸은 셈이다. 한 시간에 5킬로씩 걷
더라도 하루 다섯 시간 정도 걸은 셈이다. 아무리 아들 이삭을 동반했다 하더라도 당시 걷는 게 일상
이던 유목민들에게는 너무 느린 속도다. 분명 아브라함에게는 이번이 어쩌면 아들과의 마지막 여행
이 될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테니 속도를 내지 못할 것은 자명한 일이다. 물론 하나님이 이삭을 통
해 유업을 잇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아브라함으로서는 하나님이 이삭을 이렇게 허망하게 죽이는
것으로 끝내시지는 않을 거라 생각했을 것이다. 반드시 어떤 방식으로든 이삭을 되돌려 주실 거라 믿
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해도 현실은 현실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아
브라함은 너무 혼란스러웠고 터벅터벅 곁에서 걷고 있는 이삭을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너질 듯
아팠을 것이다. 나귀 등에 얹혀진 나무를 보면 아들이 번제로 불타는 장면이 떠올라 발걸음을 떼기 어
려웠을 것이다. 그가 내딛는 한 걸음은 그만큼 다가오는 아들의 죽음을 의미했다. 그렇기에 브엘세바
에서 모리아 산까지의 사흘 간의 여행은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가장 길고 두려운 여행길이었다.
진실된 사랑은 그런 것이다. 희생은 그저 어떤 물건을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다. 넉넉한데서 일부를 떼
어 주는 것도 아니다.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병들어 아무 쓸모
없어진 양을 희생 제물로 드리지 않았다. 가장 흠없고 아끼던 양을 희생 제물로 드렸다. 아끼고 사랑
한 만큼 희생의 크기는 비례하는 법이다. 우리는 희생 제물을 그저 종교적 관점과 종교적 언어로만 받
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우리
를 구원하기 위해 사랑하는 아들을 못박았다는 말이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생애는 십자가를 향한
여정이었다. 하나님은 어쩌면 심정적으로는 제발 그날이 오지 않기를 바랐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것은 필연이다.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 주어야 하는 하나님의 아픔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무게와 정확
히 같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사랑,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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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모리아 산이 보였다. 마침내 그 시간이 다가왔다. 아무리 천천히 간다해도 시간을 한없이 늦출 수
는 없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멀리 보이는 모리아 산을 바라 보았다. 그 산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 한탄과 한숨이 절로 나왔을 것이다. 아마도 정신이 혼미해지고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이다. 잠시 멈추어 먼 산을 바라보던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이곳에서 나귀와 함께 머물라. 나와 이 아이는 저 곳으로 갈 것이다. 우리는 예배를 하고 함께
너희에게 돌아 올 것이다” (창 22:5).
종들은 딱 여기까지다. 희생 제사는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종들은 함께 갈 필
요가 없다.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이삭과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고 말한다. 지금 아브라함은 거짓
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은 종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았다. 아들과 함께 떠나
지만 혼자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아들과 함께 돌아오겠다고 말한다. 이 말
은 어쩌면 아브라함 자신의 강한 소망의 표현인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일 지도 모른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함께 예배를 드릴 거라고 했다. 그런데 예배의 중심은 희생이다. 당연히 희생 제물
이 있어야 하고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만 용서와 사랑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께 일방
적으로 희생 제물만 드린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예배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희생
을 통한, 그리고 희생 가운데 있는 사랑과 은혜가 선포되어야 비로소 예배가 된다. 우리가 찬양을 드
리는 것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는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물질적, 건강적 풍요를 누리는지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관심사에서 멀다. 예배의 중심은
희생이고 그 희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나님이 택하신 많은 백성들을 위해 사랑하는 독자를 십
자가에 처형하는 그것이 예배다.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다. 그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러 가는 중이다. 희생 제물이 없이는 하나님
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은 매우 특별한 날이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 때문이다. 일주일 동
안 고생하다가 집에서 푹 쉬며 가족과 함께 할 시간에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린다. 그런데 한 번쯤은
왜 교회에 나오는지, 나에게 예배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교회에 와서 찬양하
고 설교를 듣고, 사역도 하고 교제도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왜 그런 걸 하
는지 알고 그 질문에 올바른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찬양과 설교와 사역과 교제 가운데 예
수님이 있는가?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시킨 그 예수, 사흘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니 과연 예배 가
운데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당신은 예배하는 자인가? 그렇다면 과연 당신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시
고 사흘만에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각자가 깊이 고민해 볼 문제다.

묵상을 위한 질문
사랑하는 아들을 희생 제물로 바치기 위해 사흘 길을 걸어간 아브라함의 심정에서 사랑하는 독자를
십자가에 못박기까지 하나님의 그 절절한 심정이 느껴지나요? 하나님은 왜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십
자가에 못 박으셨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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