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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자이자 제사장이 된 아브라함 (주일)
오늘의 본문 (창 22:6)
(6 절) 아브라함이 번제를 위한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웠습니다.
()וַיִּ קַ ח אַ בְ ָרהָ ם אֶ ת־עֲצֵ י הָ עֹ לָה ַויָשֶ ם עַל־יִּ צְ חָ ק בְ נ֔ ֹו
그는 그의 손에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וַיִּ קַ ח בְ יָד֔ ֹו אֶ ת־הָ אֵ ׁש וְ אֶ ת־הַ מַ אֲכֶ ֶ֑ לֶת
그들 둘은 함께 갔습니다. () ַויֵלְ כּו ְׁשנֵיהֶ ם יַחְ דָ 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종들에게 이야기를 마친 아브라함은 나무를 들어 이삭에게 지워주었다. 나귀가 운반하던 나무는 이
삭의 어깨 위로 옮겨졌다. 이 광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상하게 한다. 밤새도록 이리저리 끌려
다니며 심문을 당하다가, 결국은 유죄 판결을 받아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져 채찍에 맞는다. 그 채찍은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채찍이 아니다. 일명 전갈 채찍이라 불리던 것으로 끝에 전갈의 독니처럼 갈고
리 모양의 쇳조각이 달려 있어서 맞을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껍질이 벗겨지도록 만들어졌다.
그 채찍에 맞아 몸이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엉망이 된 예수님의 어깨에 무거운 십자가가 얹어졌다. 예
수님은 마지막 사력을 다해 십자가를 지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때 마침 예수님의 십자
가형을 집행하고자 동행하던 로마 병사의 눈에 어떤 한 사람이 들어왔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바로 그
였다. 로마 병사는 다짜고짜 그를 잡아 억지로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다. 시몬은 자신의 의지
와 무관하게 십자가를 지고 갈 수 밖에 없었다. 엉겁결에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다.
드디어 골고다에 도착했다. 십자가는 다시 예수님께 옮겨졌고 그분은 그 십자가에 못박혔다. 시몬의
역할은 거기까지다. 십자가를 골고다에까지 대신 지고 가긴 했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는 분
은 예수님이다. 나귀는 브엘세바에서부터 모리아 산 입구까지 나무를 지고 왔다. 이제는 이삭의 차례
다. 나무는 희생될 제물과 하나가 되어야 하고, 둘은 함께 태워져 하나님께 드려져야 한다.
아브라함의 손에는 불과 칼이 들려 있다. 불은 나무를 태우기 위한 것이고, 칼은 이삭을 죽이기 위한
것이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이삭의 아버지가 아니라 심판의 집행자이다. 희생 제물을 죽여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다.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심판자의 모습으로 묘사된다.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심
판이 그랬다.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집요하게 주장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의 종교 지도자들과 수많은 유대인들이었고 형을 집행한 이들은 로마 병사들이었다.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심판을 집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희생 제물을 잡아 하나님
께 드리는 제사장은 누구인가? 놀랍게도 히브리서는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드린 대제사장이 바로 예
수님 자신이라고 말한다. 히브리서 6장 18절~20절과 9장 11절~12절을 읽어보자.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
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 가나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 6: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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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
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
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창 9:11~12).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다. 억지로 그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
기 위해 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었다. 예수님은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어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다. 역
사적으로 대제사장들은 죄인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대제사장도 연약한 인간에 불과하기 때
문이다. 당시 희생 제물로 드려진 동물들도 한계가 있었다. 매년 제물을 드려도 일시적일 뿐이었다. 따
라서 모든 제사는 완벽할 수도 없고 영원할 수도 없었다. 한계가 있는 대제사장이 한계가 있는 희생 제
물로 제사를 드릴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예수님이 드린 제사는 전혀 다르다. 그는 죄없는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완전한 희생 제물인 자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린 것이다. 예수님은 인간을
대표한 대제사장인 동시에 희생 제물의 대표인 것이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히브리서는 예수님
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설명한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써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
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
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
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
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 11:23~26).
이삭이 나무를 지고 아브라함이 칼과 불을 들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갔던 것에 비해 예수님은 홀로 그
길을 가셨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모노 드라마였다. 예수님의 등에는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가 얹
혀져 있었다. 자신을 불태울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 산으로 오르는 이삭의 뒷모습에서 십자가를 지
고 홀로 힘겹게 골고다로 오르는 예수님의 모습이 오버랩되는가? 그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는가?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염치없는 존재인지 깨달아지는가? 아니면 배고픈 어린 아이가 엄마 품
에 안겨 젖을 달라고 보채듯 아직도 여전히 내 삶의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떼를 쓰고 있지는 않은가?
나무를 지고 모리아 산을 오르는 이삭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란다.

묵상을 위한 질문
희생 제물이 될 아들을 앞세우고 불와 칼을 들고 가는 아브라함과 자기가 죽을 것을 전혀 모른채 번제
에 쓰일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에게서 무엇을 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모습이 보이나요? 아니면 심
판자와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죄인인 우리의 모습도 함께 보이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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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번제할 어린 양이 없습니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2:7~8)
(7 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וַי ֹאמֶ ר יִּ צְ חָ ק אֶ ל־אַ בְ ָרהָ ם אָ בִּ יו
그[이삭]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 () ַוי ֹאמֶ ר אָ ִּ֔בי
그[아브라함]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הִּ נֶנִּ י בְ ִּנֶ֑י
그[이삭]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보세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הִּ נֵה הָ אֵ ׁש וְ הָ ע ֔ ִֵּצים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이 없습니다. ()וְ אַ יֵה הַ שֶ ה לְ עֹ לָה
(8 절)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 בְ ָרהָ֔ ם
하나님께서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을 자신을 위해 준비하실(선택하실) 것이다. 내
아들아. () אֱֹלהִּ ים יִּ ְראֶ ה־ּלֹו הַ שֶ ה לְ עֹ לָה בְ ִּנֶ֑י ַויֵלְ כּו ְׁשנֵיהֶ ם יַחְ דָ 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서 있는 장소에 머물러 있으라고 명령하고 이삭과 단둘이 산으로 올라갔다. 나
귀의 등에 실려있던 번제를 위한 나무는 이삭의 어깨 위로 옮겨졌다. 둘은 아무 말 없이 걸었다. 얼마
를 걸었을까? 이삭이 조심스럽게 아브라함을 부른다. “나의 아버지여!” 아브라함이 대답한다. “내 아
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묻는다. “보시옵소서.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이 없습니
다.” 아브라함이 대답한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을 자신을 위해 준비하실(선택하실) 것이
다. 내 아들아!”
참으로 가슴을 에는 대화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며 묻는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을 찾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이삭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자신이 희생 양이라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희생 양이 어디 있냐고 묻는 아들의 말을 들으
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마도 아들의 눈도 맞추지 못하고 땅만 바라보며 걸었을 것이
다. 조금 후면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결박하고 직접 칼로 아들을 찔러 죽여야 한다. 그리고 아들이 지
고 가는 그 나무로 아들의 몸을 불살라야 한다.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을 아브라함은 해야만 한다.
이삭이 번제할 어린 양을 찾은 것을 보면 예전에 아버지가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을 이삭이 곁에서 본
적이 있음에 틀림 없다.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이삭이 태
어 난 이후에도 그 예배는 계속되었을 것이다. 이삭은 그런 아버지를 보며 자랐다. 그렇기에 지금 아
브라함이 예배를 드린다는 말에 희생 제물이 없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유일한 길이다.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도
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아니다. 하나님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
일한 방법은 오직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 외엔 없다. 지금 모리아 산으로 온 이유는 단 하나다. 이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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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사흘 전 집을 나서서 여기까지 오는 내내 아브라
함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곁눈으로 아들을 계속 쳐다보았을 것이다. 앞으로 벌어질 일을 전혀
모른 채 천진난만하게 걸어가고 있는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은 순간 순간 무너져 내렸을 것
이다. 어쩌면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렇게 긴 여행을 한 게 난생 처음이었을 지도 모른다. 아들 이삭은
오는 내내 마음이 들떠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런 아들이 아버지에게 희생 양에 대해 물었다. 아브라함
은 애써 감정을 추스렸다. 어떻게 해서든 이삭을 안심시켜야 했다. 아브라함에게 순간 떠오른 분이 있
었다. 바로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삭을 낳기 전부터 몇 번이고 이삭을 통해 언약을 세우고 이삭이
유업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셨다. 그의 나이 아흔 아홉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다.
“…내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
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창 17:19).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다. 이삭을 낳고 난 후 이스마엘로 인해 갈등이 있
을 때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가정사에 개입하셔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시며 아브라함
에게 이런 약속을 하셨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창 21:12).
그런데 그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변덕이 죽 끓듯 하는 분이 아니시라면 뭔
가 대책이 있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하실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은 가는 내내 자신에게 한
하나님의 언약을 되새겼을 것이다. 아직까지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번제할 양을 친
히 준비하실 거라고 이삭에게 말하긴 했지만 막상 그리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브라함은 말
은 이렇게 하면서도 마음은 불안했을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두려운 마음으로 나가
든 약속을 믿고 담대히 나가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희생 제물을 친히 준비해 놓으신다는 점이다.
믿음이란게 그렇다. 믿음은 우리의 심리 상태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불안한 어떤 것이 아니다. 믿음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의 마음 상태와는 무관하게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우리는
자주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 살다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신지 의심이 들 때도 있기 마련이다. 그
게 인간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이 하신 약속을 지키신다. 그렇기 때
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
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
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히 11:19~22).

묵상을 위한 질문
이 장면을 보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런 명령을 하신 걸까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묵묵히 이 일을 수행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한 약속과
전혀 상반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까? 그 때 당신은 어떻게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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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을 결박하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2:9~10)
(9 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 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 ַויָבֹ אּו אֶ ל־הַ מָ קֹום אֲׁשֶ ר אָ מַ ר־לֹו הָ אֱֹלהִּ ים
아브라함은 그 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 ַ)וַיִּ בֶ ן ׁשָ ם אַ בְ ָרהָ ם אֶ ת־הַ ִּמז ֔ ְֵבח
나무들을 정돈하여 놓았습니다. () ַו ַיעֲרֹ ְך אֶ ת־הָ ע ִּ ֵֶ֑צים
그는 그의 아들 이삭을 묶었습니다. () ַו ַיעֲקֹ ד אֶ ת־יִּ צְ חָ ק בְ נ֔ ֹו
그는 그를 제단 위, 나무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 ַויָשֶ ם אֹ תֹו עַל־הַ ִּמז ֔ ְֵבחַ ִּממַ עַל ָלעֵצִּ ים
(10 절)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뻗었습니다. ()וַיִּ ְׁשלַח אַ בְ ָרהָ ם אֶ ת־יָד֔ ֹו
그는 그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וַיִּ קַ ח אֶ ת־הַ מַ אֲכֶ ֶ֑ לֶת לִּ ְׁשחֹ ט אֶ ת־בְ נֹ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드디어 하나님이 정한 장소, 모리아 산에 도착했다.앞서 공부했듯이 모리아는 ‘하나님에 의해 준비됨’
‘하나님이 보심’이라는 뜻이다.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다. 하나님은 번제할 장소로 모리아 산을 택함
으로써 하나님이 직접 희생 제물을 준비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런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아브라
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성실히, 그러나 고통스럽게 이행하고 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도착하자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이삭이 지고 온 나무들을 제단 위에 벌려 놓았다. 모든 준비가 끝나자 아브라
함은 곁에 서 있는 이삭을 결박하여 나무 위에 눕혔다. 그리고는 칼을 빼들었다.
성경에 기록된 이 장면을 읽고 있노라면 아브라함은 마치 냉혈한 같다. 상식 밖의 일을 너무도 침착하
게 해내고 있다. 요즈음 표현으로 하면 아브라함은 소시오패스처럼 보인다. 소시오패스들은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뿐 아니라 잡히고 나서도 감정의 동요없이 태연하게
범죄 과정을 재연해 보이기까지 한다.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들로서는 긴장이 덜하지만 막상 내 눈 앞
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참으로 치가 떨리지 않겠는가? 아브라함이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
고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런 일을 행하고 있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런 아브라함에게 면죄부를
주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뭘 믿고, 또 무슨 마음으로 이 명령에 순종
하고 있는 걸까? 과연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까? 만약 하나님이 이 순간에 개입하지 않으
신다면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잃고 말 것이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명
령에 순종했는지 그 이유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
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히 11:19). 이삭을 죽이더라도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삭을 다
시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그 옛날 한 번도 부활을 듣
지도 보지도 못한 아브라함에게 이미 놀랍게도 부활 신앙이 있었다는 말이다.
부활 신앙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은 그 토대를 상실한다. 예수님이 십
자가에 죽으신 후부활하지 않으시고, 그 시신을 안치한 무덤이 지금까지 있다면 기독교 신앙은 세상
다른 종교들과 하등 다를 바 없다. 흔히 말하는 종교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아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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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른 배타성을 가지는 유일한 근거는 부활이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중요성
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내용이 길지만 인내심을 갖고 읽어보기 바란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
여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 것이요 또 너
희 믿음도 헛 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
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
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
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
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
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고전 15:12~19).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이다.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도 무의미하다. 십자가는 부활을 전제로 할 때에만
정당성을 갖는다. 성경은 아브라함을 부활을 믿은 최초의 인물로 기록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사랑하
는 아들을 결박하고 그를 향해 칼을 들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향해 칼을 빼드는 모습에서 아들이 십자가에 못박히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고 계
셨던 하나님의 모습이 연상된다. 이삭은 아버지가 왜 자신과 단 둘이서만 모리아 산에 올라왔는지, 그
리고 왜 자신이 결박당해 아버지의 칼을 받고 죽어야 하는지 전혀 몰랐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님은 그렇지 않았다. 예수님은 자신이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잘 알고 계셨다. 예수님은 이 세상 인
간들의 죄를 몽땅 뒤집어 쓰고 골고다 길을 오르셔야 했다. 물론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 이 문제를 놓
고 하나님 아버지게 간절히 간구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땀이 피가 돼 떨어질 정도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간구를 거절하셨다. 그것도 세 번이나…결국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다.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았음에 기뻐한다. 무거운 짐
을 지고 살던 사람들은 그 짐을 예수님께 내려 놓고 쉼을 얻는다. 율법의 속박에 매여 있던 사람들은
속박으로부터 풀려 자유를 얻는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우리
에게 쉼이 어떻게 허락되었는지, 내가 누리는 이 자유를 위해 어떤 대가가 치러졌는지에 대해서는 별
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는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참혹하고 지저분하며
부도덕한 이야기들이 성경에 그토록 많은 이유는 바로 그런 말도 안되는 상황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서 한꺼번에 일어났음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우리들이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매몰차게 거절 당하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때문이다. 은
혜를 받았는가? 쉼을 얻었는가? 자유가 있는가?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그리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에 걸맞는 합당한 삶을 살라.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최소한의 도
리 아니겠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정말 부활을 믿고 있습니까?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당신은 매일매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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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의 믿음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22:11~12)
(11 절)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יִּ קְ ָרא אֵ לָיו מַ לְ אַ ְך יְ הוָה ִּמן־הַ שָ ֔ ַמיִּ ם
그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אַ בְ ָרהָ ם אַ בְ ָר ָהֶ֑ם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제가 여기 있습니다. ()הִּ נֵנִּי
(12 절) 천사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뻗지 말아라. (ל־ת ְׁשלַח י ְָדָך אֶ ל־הַ ַ֔נעַר
ִּ ַ)א
그에게 아무 것도 하지 말아라. ()וְ אַ ל־תַ עַש לֹו ְמ ֶ֑אּומָ ה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כִּ י עַתָ ה יָדַ עְ ִּתי כִּ י־יְ ֵרא אֱֹלהִּ ים ֔ ַאתָ 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를 나에게 주는 것을 아끼지 않는 것을 통해,
(ידָך ִּממֶ נִּי
ְ ִּ)וְ ל ֹא חָ שַ כְ תָ אֶ ת־בִּ נְ ָך אֶ ת־יְ ח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 놓았다. 그리고는 그를 죽이기 위해 칼을 높이 들었
다. 그가 내리치려는 순간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불렀다. 천사는 아브라함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불렀
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순간 아브라함이 멈칫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천사의
부름에 대답했다. 그러자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말했다.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뻗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것도 하지 말아라. 이제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를 나에
게 주는 것을 아끼지 않은 것을 통해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창 22:12).
아브라함은 긴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칼을 내려 놓았다. 아니 내려
놓았다기보다는 떨어뜨렸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지난 사흘 동안 생애 가장 긴 여행을 했다. 아무 것도
모르는 이삭은 마냥 신이 나서 걸었을 것이다. 이것 저것 호기심 어린 질문도 하고, 아버지의 인생 이
야기를 들려달라고 졸랐을 지도 모른다. 그 때마다 아브라함은 애써 웃으며 아들을 대했을 게다. 천천
히 걸었지만 사흘 만에 결국 모리아 산에 이르렀고, 제단을 쌓았다. 이삭의 등에 얹혀 있던 나무를 제
단 위에 벌여 놓고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미리 준비한 끈으로 결박했다. 그리고 나무 위에 올려 놓
고는 칼로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시험은 이렇게 끝났다.
그런데 여기서 몇 가지 의문이 생긴다.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가 네 아들, 네 독자를 나에게 주는 것을 아끼지 않은 것을 통해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마음을 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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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고 계셨다는 말인가? 굳이 이런 극단적인 테스트를 해 봐야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일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셨다. 하브리어로 ‘두려움’은 ‘야레”
()י ֵָרא다. 이 단어는 공포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지극한 존중의 의미가 들어간 경외의 표현으로 쓰인다.
두려워 한다는 말은 모든 권한을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는 의미가 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우위에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
님의 뜻이 세워지면 따지지도 묻지도 않는다. 하나님의 뜻이 아무리 불합리하고 받아들이기 힘든 것
이라 해도 묵묵히 순종한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
나님의 뜻은 언제나 옳고 선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그랬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규정하셨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
리라” (요 6:40).
믿는 자들의 영생을 위해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 자신이 그 수모
를 당하고 고통을 짊어지지 않으면 그들에게 영생은 없다. 사실 얼마나 불합리한 일인가? 아무 죄도
없는 분이 그 죄를 온통 뒤집어 쓰고 고통의 길을 가야한다. 그런데 그 길을 가신 이유가 하나님이 무
섭고 공포스런 분이기 때문이어서가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사
랑을 완성하기 위해 기꺼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경외
한다는 말의 의미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경외를 표시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르면 신실하신 하사님이 약속을 지키실 것이다. 설령 그리 아니 하실지라도 아브라함
은 그 길을 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토록 비겁하고, 기회주의자며, 우유부단하기까지 했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나올 수 있었을까?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확고한 믿음이 생겨서 이 엄청난 시험을 통과한 것일까? 아
니면 하나님이 이 시험을 통해 아브라함 안에 그런 믿음이 있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일까? 아브라함에
게 있는 믿음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하지만 아브라함 스스로는 자신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인지 가늠할 수 없다. 시험을 통해서만 확실히 알 수 있다. 쉬운 예로 매우 열심히 공부하는 한 학생이
있다고 하자. 그는 학교에서 제시하는 모든 과정을 충실히 이행했다. 그런데 그가 어느 정도의 지식을
쌓았는지 알 도리가 없다. 시험은 그 학생이 자신의 지식을 테스트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된
다. 그래서 그 학생은 시험을 보았고 100점을 맞았다. 자신에게 그 시험이 요구하는 수준의 충분한 지
식이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통해 그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도대체 누구의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생겨난 것일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에 그 속에 있는 믿음을 보고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그분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다. 이집트에
가서 아내를 누이라 속였던 일, 사랑하는 조카 롯을 떠나 보낸 과정,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과
정,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그 부부가 아이를 낳기까지의 과정, 그 모든 인생 여정을 통해 믿음이 그
속에서 하나 둘 쌓여 자라난 것이다. 그래서 드디어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기꺼이 드
릴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된 것이다. 그것이 믿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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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믿음은 우리의 삶을 통해 자라가고 성숙해간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담금
질 하신다. 사도 베드로는 고난 받는 아시아 지역의 교회에 편지하며 이렇게 격려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
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하실 것이니라” (벧전 1:6~7).
누구에게나 시련은 있다. 고만고만한 시험도 있고,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은 큰 시험에 직면할 때
도 있다. 그러나 피하고 싶을 만큼 힘든 시련이나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
인시키고 단련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 생각하면 참고 견뎌볼 만하지 않을까? 우리에게는 그 엄청
난 십자가의 고난을 홀로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넉넉히 이길 힘을 주
시지 않겠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통해 믿음을 자라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그 믿음
이 지금의 시련이나 앞으로 다가올 시련도 인내할 힘을 주신다는 것도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 상태와
는 전혀 무관하게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우리 삶을 이끌어 가고 있음에 진정 감사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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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 이레’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22:13~14)
(13 절)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וַיִּ שָ א אַ בְ ָרהָ ם אֶ ת־עֵינָיו ַוי ְַרא
수풀 속에 뿔이 걸린 한 숫양이 있었습니다. (ֵה־איִּ ל אַ חַ ר ֶנאֱחַ ז בַ ְסבַ ְך בְ קַ ְרנָ ֶ֑יו
ַ ֔ )וְ הִּ נ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잡았습니다. () ַו ֵילְֶך אַ בְ ָרהָ ם וַיִּ קַ ח אֶ ת־הָ ֔ ַאיִּ ל
그는 그의 아들 대신 그 것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עלֵהּו לְ עֹ לָה תַ חַ ת בְ נֹו
ֲ ) ַו ַי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주했습니다. (ַויֵׁשֶ ב אַ בְ ָרהָ ם בִּ בְ אֵ ר ׁשָ בַ ע
(14 절) 아브라함이 그 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וַיִּ קְ ָרא אַ בְ ָרהָ ם ׁשֵ ם־הַ מָ קֹום הַ הּוא יְ הוָה יִּ ְר ֶ ֶ֑אה
오늘날 “그 산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다”라 하듯이,
()אֲׁשֶ ר יֵאָ מֵ ר הַ י֔ ֹום בְ הַ ר יְ הוָה י ֵָראֶ 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천사의 소리를 들은 아브라함은 눈을 들었다. 바로 그때 수풀 속에 뿔이 걸린 숫양 한 마리가 눈에 들
어왔다. 아브라함은 그 숫양이 무엇인지 단번에 알았다. 그는 그 숫양을 잡아 아들 이삭을 대신하여 희
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번제를 드린 아브라함은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친히 희생 제물을 준비하셨다는 뜻이다. 문자적으로보면 “그곳에 여호와께
서 나타나실 것이다” 라는 의미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라” 즉, ‘하나님이 보여질
것이다’ 라는 해석을 더 선호한다. 그 이유는 뒷부분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다.
이 장면은 죄인들이 십자가 앞으로 인도되어 참된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
을 생생하게 잘 묘사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 모리아 산에 도착했다. 그
과정에서 겪은 아브라함의 감정은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겠다. 다만, 죄인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과정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고자 한다. 죄를 지은 사람은 누구나
죽게 마련이다. 죄의 삯은 사망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지 불의한 행동이나 불
경건한 행동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한 상태,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의 의를 내세우는 것 모두가 다 죄다.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기 열심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죄로 여기신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의로 옷입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다.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그리스도로 옷 입히기 위해 부르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을 부르실 때 따
스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시지 않는다. 견디기 힘들 정도로 죄인들의 불의함, 추하고 악함을 폭
로하신다. 겉으로는 의롭게 보였지만 속으로는 남을 정죄하고, 불의가 가득한 가식이 있었음을 폭로
하기도 하고. 삶을 고난의 구렁텅이로 넣어 견딜 수 없는 모욕감을 주시기도 한다. 때론 갑작스런 병
으로 그 동안 갖고 있던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꾸시는 경우도 있다. 다윗의 경우는 밧세바와의 불륜을
방치해 두심으로써 자기 내면에 있는 추한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셨고, 결국 그 사건을 통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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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의로 가득한 다윗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
시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추한 존재인지를 알게 된다. 때론 그 과정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울
수도 있다. 수치감으로 인해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싶을 때도 있을 것이다. 만약 믿는 자가 인생에서 하
나님을 만날 때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 아니거나 자기 합리
화에 능한 사람일 지도 모른다.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이정도면 괜찮지 않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
무도 없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다.
아브라함이 집을 나서 모리아 산에 이를 때까지의 사흘 간의 여정은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 죽을 수 밖
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다. 이삭이 어깨에 짊어진 나무는 죄인을 불사르기 위한 형벌의
도구이다. 이브라함의 손에 들리워져 있는 칼은 죄인을 살육하기 위한 사형 도구다. 죄인은 그렇게 심
판 받아 죽어야 한다. 그 죄인이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위해 지시한 장소인 모리아산에 도착했다. 누
구든 예외없이 고통스런 발걸음을 내디디며 거기까지 와야 한다. 그렇게 자신의 죄성을 철저하게 깨
닫는 과정 없이 구원은 없다. 죄인도 아닌데 용서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죄인이 묶여 형벌의 나무 위에 올려졌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 그 때 하나
님이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희생 제사를 멈추라고 명하시지 않았다. 희생 제사는 드리되 제물을 바꾸
어 희생 제사를 치르게 하신 것이다. 죄인이 스스로 죽음으로써 죗값을 치르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한 제물로 희생 제사를 드려야 구원 받을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십자가 앞에까지 가야한다. 거기에서 내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절망과 두
려움에 압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을 십자가에 매다신다. 우리 대신 준비한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순간 우리는 살아나게 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이 얼마나 기쁘
고 감사한 일인가? 그 동안 자기를 옭죄어 왔던 두려움, 염려, 고통, 불신, 불안이 눈 녹듯 사라진다. 그
리고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된다.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우
리를 왜 그곳까지 고통스럽게 끌고 왔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
인은 자신의 죄와 연약함으로 인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겪게 된다. 그리고 그 고통으로부터 해방되
는 것이 구원이다.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셨다. 그 형장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대신 그 십자가를 지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 아들 하나님이시다. 그리
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심판받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다. 여호와 이레다. 그런
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는 심판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한 대속제
물로 나타나신 것이다. 나를 결박했던 그 끈을 풀고 대신 하나님을 결박했다. 나를 죽이려던 그 칼로
대신 하나님을 살육했다. 나를 불태우려던 그 나무로 하나님을 불태웠다. 그분이 하나님이신 예수그
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과 절망,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다. 당신의 구
원의 과정은 어떠한가? 당신의 구원에 정말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여호와 이레로 대신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그 과정에
서 당신은 정말로 기쁨의 눈물을 흘린 적이 있나요? 그 사실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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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언약이 선포되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22:15~19)
(15 절)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하늘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וַיִּ קְ ָרא מַ לְ אַ ְך יְ הוָה אֶ ל־אַ בְ ָר ָהֶ֑ם ׁשֵ נִּ ית ִּמן־הַ שָ מָ יִּ ם
(16 절) 그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나 스스로 맹세하였다. ()בִּ י נִּ ְׁשבַ עְ ִּתי נְ אֻם־יְ הוָ ֶ֑ה
왜냐하면 네가 이 일을 했기 때문이다. (ָשיתָ אֶ ת־הַ דָ בָ ר הַ ֶ֔זה
ִּ )כִּ י ַיעַן אֲׁשֶ ר ע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וְ ל ֹא חָ שַ כְ תָ אֶ ת־בִּ נְ ָך אֶ ת־יְ חִּ ידֶ ָך
(17 절)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줄 것이다. ()כִּ י־בָ ֵרְך אֲבָ ֶרכְ ָך
내가 반드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케 할 것이다.
(ַל־שפַת הַ יָ ֶ֑ם
ְ )וְ הַ ְרבָ ה אַ ְרבֶ ה אֶ ת־ז ְַרעֲָך כְ כֹוכְ בֵ י הַ שָ ֔ ַמיִּ ם וְ כַחֹול אֲׁשֶ ר ע
네 자손이 그의 적들의 성문을 차지 할 것이다. ()וְ יִּ ַרׁש ז ְַרע ֲָ֔ך אֵ ת ׁשַ עַר אֹ יְ בָ יו
(18 절)
또, 네 자손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וְ הִּ ְתבָ רֲ כּו בְ ז ְַרע ֲָ֔ך כֹ ל ּגֹויֵי הָ ָ ֶ֑א ֶרץ
네가 나의 목소리를 들은 결과로써, ()עֵקֶ ב אֲׁשֶ ר ׁשָ מַ עְ תָ בְ קֹ לִּ י
(19절)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갔습니다. () ַויָׁשָ ב אַ בְ ָרהָ ם אֶ ל־נְ ע ָ ָ֔ריו
그들은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שבַ ע
ֶ֑ ָ ) ַויָקֻ מּו ַויֵלְ כּו יַחְ דָ ו אֶ ל־בְ אֵ ר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다. 희셍 제물을 드렸고 하나님은 기쁘게 그 제물을 받으
셨다. 물론 희생 제물은 이삭이 아니라 수풀에 뿔이 걸려 오도가도 못하고 있던 숫양이다. 그 양이 이
삭을 대신하여 희생되었다. 그 양은 하나님이 이삭을 대신하여 미리 준비해 둔 제물이었다. 제물만 바
뀌었을 뿐 희생 제물을 잡은 칼도, 그것을 태운 나무와 불도 모두 아브라함이 준비한 것이다.
이 대목에서 예수님 덕분에 사형 직전 살아난 바라바라는 강도가 생각난다. 바라바는 강도다. 그는 대
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예수님이 잡혀 온 유월절 전날 밤만 하더라도 사형을 집행을 코
앞에 둔 사형수였다. 몇 시간 후면 그는 다른 두 명의 사형수들과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을 운명이었
다. 그래서 로마 총독부는 사형 선고를 받은 세 명의 죄수들을 매달아 죽일 십자가를 미리 준비해 둔
것이다. 그런데 사형 집행을 불과 몇 시간 앞둔 밤에 갑자기 예수라는 갈릴리 출신 유대인이 잡혀왔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이유불문하고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우겨댔다. 빌라도는
예수에게서 죄목을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으나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었다. 유대인들은 물
러서지 않았다. 더더욱 소리를 높여 예수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고 외쳤다. 그러자 빌라도가 꾀를 냈다.
사형을 앞둔 죄수 중 한 명을 특별히 유월절에 풀어주는 관례를 앞세워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는 바
라바와 예수 중 한 사람을 풀어주자고 제안했다. 빌라도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그래도 바라바보다는
당연히 예수를 풀어주라고 하리라 기대했다. 그러나 빌라도의 예상은 보기좋게 빗나가고 말았다. 유
14

대인들은 바라바를 풀어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쳤다. 빌라도는 바라바를 불렀다. 감옥
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던 바라바는 드디어 때가 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무슨
연유에서인지 빌라도가 자신을 석방한 것이다. 바라바는 영문도 모른 채 감옥문을 나섰다. 자기가 달
려 죽어야 할 십자가에는 자기 대신 예수님이 달리게 되었다. 예수님이 바라바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
이다. 바라바는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
으심으로 바라바는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바라바다. 우리가 죽어야 할 십자가를 예수님께 넘겨주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바라바다. 이삭이 그
랬던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이삭은 바라바의 모형이기도 하다.
아브라함의 희생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나 스스로 맹세했다. 왜냐하면,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않으면
서 이 일을 했기 때문이다.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
닷가의 모래같이 번성케 할 것이다. 네 자손이 그의 적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또, 네가 나의 목소
리를 들은 결과로서 네 자손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창 22:16~18).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선포하신다.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
을 주어 이 땅에서 강성대국이 되게 해주겠다는 그런 언약이 아니다.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 세상
에서 강대국이 된 적은 한 번도 없다. 가장 부강했다고 하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겨우 팔레스틴 땅
일대를 통일했을 뿐이다. 그들은 늘 그렇게 작은 국가였고, 외부의 침입으로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다.
번듯한 나라를 세우고 살았던 기간보다 노예로 살거나 식민지로 살고, 나중에는 나라없는 떠돌이 신
세로 산 기간이 훨씬 더 길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공수표인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자손은 결국 그리스도다. 예
수님은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셨다. 그 십자가의 능력은 유대인들뿐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미쳤고, 예수님 당대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그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성취되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한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
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
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롬 4:16).
우리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지닌 믿음의 유산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
상일 뿐만 아니라 믿는 우리들 모두의 조상도 된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
로 그리스도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계보를 통해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의 자
녀가 되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셨다. 그것이 은혜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떤 과정을 거쳐 구원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삶
을 살아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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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가의 탄생과 사라의 죽음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22:20~23:2)
(20 절)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הִּ י אַ ח ֲֵרי הַ ְדבָ ִּרים הָ ֔ ֵאּלֶה ַויֻּגַד לְ אַ בְ ָרהָ ם לֵאמֶֹ֑ ר
보십시오.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הִּ נֵה יָלְ דָ ה ִּמלְ כָה גַם־הִּ וא בָ נִּ ים לְ נָחֹור אָ חִּ יָך
(21 절) 그의 첫째 아들은 우스, 그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므엘과
()אֶ ת־עּוץ בְ כֹ רֹו וְ אֶ ת־בּוז אָ ִּ ֶ֑חיו וְ אֶ ת־קְ מּואֵ ל אֲבִּ י א ֲָרם
(22 절) 게셋과 하소, 빌다스와 이들랍, 그리고 브두엘이었습니다.
() וְ אֶ ת־כֶשֶ ד וְ אֶ ת־חֲז֔ ֹו וְ אֶ ת־פִּ לְ דָ ׁש וְ אֶ ת־יִּ ְדלָ ֶ֑ף וְ אֵ ת בְ תּואֵ ל
(23 절) 브두엘은 리브가를 낳았습니다. (ת־רבְ ָ ֶ֑קה
ִּ ֶ)ּובְ תּואֵ ל ָילַד א
이 여덟 명은 밀가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낳았습니다.
() ְׁשמֹ נָה אֵ ּלֶה יָלְ דָ ה ִּמלְ ָ֔כה לְ נָחֹור אֲחִּ י אַ בְ ָרהָ ם
(24절) 나홀의 첩, 그녀의 이름은 르우마였습니다. (אּומה
ֶ֑ ָ ּוׁשמָ ּה ְר
ְ )ּופִּ ילַגְ ׁשֹו
그녀도 또한 데바와 가함,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습니다.
(עכָה
ֲ ַ) וַתֵ לֶד ּגַם־הִּ וא אֶ ת־טֶ בַ ח וְ אֶ ת־ ֔ ַּגחַ ם וְ אֶ ת־תַ חַ ׁש וְ אֶ ת־מ
(23 장 1절) 사라는 127 년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라가 살았던 햇수입니다.
(ֶש ִּרים ׁשָ נָה וְ ׁשֶ בַ ע ׁשָ ִּנֶ֑ים ְׁשנֵי חַ יֵי שָ ָרה
ְ )וַיִּ הְ יּו חַ יֵי שָ ָ ֔רה מֵ אָ ה ׁשָ נָה וְ ע
(2 절) 사라는 기럇아르바,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 וַתָ מָ ת שָ ָרה בְ קִּ ְריַת אַ ְרבַ ע הִּ וא חֶ בְ רֹון בְ אֶ ֶרץ כְ נָ ֶ֑עַן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애통하고 그녀를 위해 슬퍼했습니다.
() ַו ָיב ֹא אַ בְ ָרהָ֔ ם לִּ ְספֹ ד לְ שָ ָרה וְ לִּ בְ כֹ תָ ּ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시험이 끝났다. 그 동안 집요하게 아브라함을 비추고 있던 카메라
앵글은 이제 장소를 옮겨 밧단 아람 지방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후손에게로 넘어간다.
누군가 아브라함을 찾아와 그의 친족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는데 그가 전하는 내용이 참으로 뜬금없
다. 아브라함이 들은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밀가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부인이다. 데라는 아브라함, 하란, 나홀 이렇게 세 명의 아들을 두었
는데 하란은 일찌기 고향 우르에서 죽었다. 데라는 두 아들 아브라함, 나홀과 함께 고향 우르를 떠나
메소포타미아 상류 지역인 밧단아람(하란)으로 왔다. 그후 아브라함은 가나안으로 떠났고, 나홀은 아
버지 데라와 함께 밧단아람에 산 것으로 추정된다.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채 끝나기도 전
에 나홀의 가족사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나홀은 본처인 밀가로부터 여덟 명의 아들을 낳았고, 첩 르
우마로부터 네 명의 아들을 낳았다. 밀가로부터 나은 아들 중에 브두엘이 있다. 밀가의 아들 중 마지
막으로 언급된 것을 보면 여덟 번째 아들로 추정된다. 그 브두엘이 낳은 딸이 나중에 이삭의 아내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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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리브가다. 브두엘은 아들도 두었는데 그가 라반이다. 그러나 성경은 리브가만을 강조하고 있다. 따
라서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가족사가 중간에 끼어든 이유는 바로 리브가 때문이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리브가를 소개한 후 바로 사라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 리브가가 사라의 자리를
대체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다시 아담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자. 아담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날 메시야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 그 메시야가 오기
까지 여인들의 삶에 고통이 많을 거라고 했다.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계보에 들어 온 여인들은 메시
야를 낳기 위한 역할을 대를 이어 담당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부터 그랬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
는 불임 여성이었다. 하나님은 그녀의 나이 아흔이 되어서야 그녀의 태를 열어 주었다. 사라의 며느리
리브가도 아이를 갖기까지 애를 먹었다. 리브가는 이삭의 나이 마흔에 결혼을 해서 쌍둥이 아들을 낳
을 때 그의 나이가 예순이었다. 결혼을 한 후 20 년동안 아이가 없었다. 야곱의 첫 아내 레아는 아들을
6 명이나 낳았지만 남편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했다. 넷째 아들 유다를 낳기까지 레아는 얼마나 남편
의 사랑을 갈구했는지 모른다. 그러나 유다를 낳고 나서 사실상 남편에 대한 사랑을 포기하고 대신 여
호와를 찬양했다.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또 어떤가? 다말은 남편 복이 없어 남편이 죽고, 시동생도 죽
었다. 사아버지는 남은 아들조차 죽을까 두려워 다말에게 그를 넘기지 않았다. 그런 다말은 꾀를 내어
시아버지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 이것이 아브라함 가문의 4대에 걸친 여인들의 잔혹사다.
이 여인들은 하나같이 자손 문제로 고통을 겪었다. 그 중에 가장 고통스런 삶을 산 여인이 바로 사라
다. 그녀는 불임 여인으로 태어나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했고, 그에
게 자손을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이 주시겠다고 했다. 그런데 정작 본처인 사라는 불
임 여인이다. 불임 여자에게 수많은 자손이라니 이 얼마나 모순된 말인가? 그 모순 속에서 밤마나 눈
물로 침상을 적신 여인이 사라다. 게다가 남편 아브라함은 팔푼이처럼 아내를 누이라 속여 다른 남자
에게 보내버렸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그 뿐인가? 하나님은 농업이 발달한 우르에서 정
착 생활을 하던 아브라함을 불러 가나안으로 데리고 와서는 이리저리 떠도는 유목민으로 만들었다.
그 덕에 사라는 남편이 옮겨다닐 때마다 짐을 싸야했고, 어딘가에 멈춰 장막을 치면 그 장막에 머물러
야 했다. 이런 생활은 이삭을 낳고 헤브론에 다시 올라올 때까지 계속됐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라는
127세로 파란만장한 생을 마감한다. 이삭이 마흔에 결혼을 했으니 사랑하는 아들이 장가가는 것도 보
지 못한 채로 말이다. 그렇게 사라는 며느리 리브가에게 바통을 넘기고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라는 스포트 라이트를 받았지만 사라는 이삭을 낳기까지 비통한 나날을
보내야 했다. 여종 하갈이 임신을 했을 때에는 하갈로부터 임신 못하는 여인이라고 업신여김을 받기
도 했다. 아흔이라는 늦은 나이에 아들을 낳고 겨우 웃을 수 있었다. 그것이 사라의 인생이었다. 사라
의 삶을 보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오버랩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다가 이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히려 세상의 가치
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동안
항상 이 세상의 좋은 것으로 보상을 해 주시는 것도 아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리고 그
런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사라 역시도 믿음의 여인인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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