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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는 누구인가? (1) (주일)
오늘의 본문(창 15:1~6)
1.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
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 아브람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
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3. 아브람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
니이다
4.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
사가 되리라 하시고
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Gen 15:1-6 KOR)

원어해석하기
(1 절) 이러한 일들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람에게 환상으로 임하여 말하기를,
(ֵאמר
ֹ֑ )ַאחַר הַדְּ ב ִָרים ָה ֵאלֶּה ָהי ָה דְּ בַר־י ְּהוָה אֶּל־ַאב ְָּרם ַב ַמ ֲחז ֶּה ל
두려워 말아라, 아브람아, (ירא ַאב ְָּרם
ָ ִ)ַאל־ת
나는 너에게 방패이다. ()ָאנכִי ָמגֵן לְָך
너의 상급은 매우 위대하다. (שכ ְָּרָך ה ְַּרבֵה מְּאֹֽד
ְּ )
(2 절) 아브람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ב ְָּרם
주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אֲדנָי י ֱהוִה מַה־תִ תֶּ ן־לִי
나는 자녀가 없이 살아 가고 있고, (ירי
ֹ֑ ִ )וְָּאנכִי הֹולְֵך ע ֲִר
내 집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יעֹֽזֶּר
ֶּ )ּובֶּן־ ֶּמשֶּק בֵיתִ י הּוא דַ ֶּמשֶּק ֱאל
(3 절) 아브람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ב ְָּרם
보세요. 당신은 저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הֵן לִי ֹלא נ ָתַ תָ ה ָז ַֹ֑רע
보세요. 내 집에서 자란 사람이 상속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יֹורש אתִ ֹֽי
ֵ ) ְּו ִהנֵה בֶּן־בֵיתִ י
(4 절) 그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하기를, () ְּו ִהנֵה דְּ בַר־י ְּהוָה ֵאלָיו לֵאמר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לא ִי ָֹֽירשְָּך ֶּזֹ֑ה
너의 몸에서 나온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כִי־אִם ֲאשֶּר יֵצֵא ִמ ֵמעֶּיָך הּוא ִי ָֹֽיר ֶּשָֹֽך
(5 절) 그리고 여호와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וַיֹוצֵא אתֹו הַחּוצָה וַיאמֶּר
하늘을 바라보아라 (ש ַמיְּמָה
ָ ) ַהבֶּט־נָא ַה
별들을 세어보아라, 네가 그들을 셀 수 있다면. ()ּוסְּפר הַכֹו ָכבִים אִם־תּוכַל ִלסְּפר א ָ ֹ֑ת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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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לֹו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כה י ִ ְּהי ֶּה ז ְַּר ֶּעָֹֽך
(6 절)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게 되었습니다. (ַיהוֹ֑ה
ָ ) ְּו ֶּה ֱאמִן ב
여호와는 아브람을 의로 (의롭게) 여겼습니다. (ש ֶּב ָה לֹו צְּדָ ָ ֹֽקה
ְּ ) ַוי ַ ְּח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조카 롯을 구출한 사건이후 아브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한번 후손에 대
한 언약을 확인하십니다. 우리들이 창세기 11장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아브람에게 후손이 없는 이
유는 아브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아내 사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의 본문에서 하나님과 아브람의 대화를 잘 살펴 보면 아브람은 자손에 관한 문제, 상속자에 대한 문
제로 이제 인내의 한계점에 달한 것 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도 아브람에게 무언가 확실
한 물증을 주어야 하는데 이번에도 역시 언약을 확인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확인하시는 것과 아브람이 그것을 믿게 되는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 모
두에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이틀에 걸쳐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15:1~6)을 을 포함한 15장 전체의 문학적 구조를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15 장은
크게 다음의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 아들에 대한 언약 (1~6)
A: 하나님 (1): 나는 …이다 (I am…)
B: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아브람의 의문 (2-3)
C: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증거 (4-5)
결론: 아브람이 믿게 되었고 그가 의롭게 되었다 (6)
두번째 단락: 땅에 대한 예언 (7~21)
A: 하나님 (7): 나는 …이다 (I am…)
B: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아브람의 의문 (8)
b 1: 하나님이 언약을 위한 희생을 준비할 것을 명함 (9)
b 2: 아브람의 순종 (10-12)
C: 땅을 얻기 전에 아브람의 후손들의 노예됨과 약속의 증거 (13~17)
c : 얻을 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하나님의 아브람에 대한 언약은 크게 ‘자손’과 ‘땅’입니다. (물론 아브람을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
는 것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둘 모두 아브람이 받아들이기에는 버거운 것이었습니
다. 그래서아브람은 최선을 다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걸고 조카 롯을 구출한 것도 상속자에 대한 간절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목숨을
걸고 구출한 롯은 그에게 돌아 오지 않고 다시 소돔으로 갔습니다. 아브람은 지쳤습니다. 자신이 인
내할 수 있는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이 때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하
나님의 언약에 대한 재 확인을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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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한 세 마디를 다시 적어 보십시요.

전쟁을 치르고 난 아브람이 적들을 물리치고 모든 것을 되찾은 사건 (창 14장)을 기억하십시요. 그 전
쟁의 승리가 아브람이 전쟁을 잘 준비해서 그렇게 된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나는 너에
게 방패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다음으로 하나님은 “너의 상급은 매우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상급으로 번역된 ‘사카
르’ ()ש ָׂכר는
ָׂ
전쟁의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을 말합니다. 아브람은 자신이 승리를 이끌었지만 소
돔왕으로부터 어떤 것도 받이 않았습니다 (창 14:22-23참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주는
상급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신 두 가지 언약을 기억해 보세요.)

2 절과 3절을 읽으십시요. 아브람의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시작됩니다. 아브람의 푸념 섞인 질문에
는 그가 무엇을 간절이 원하고 있는지가 들어 있습니다. 2절에서 아브람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질
문을 던지고 있습니까?

아브람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상세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자신이 그렇게 하나님께 푸
념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람은 ‘엘리에
셀’ (Eliezer)이 이제 자신의 상속자가 되게 되었다고 푸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정말 아브람이 엘리에
셀을 상속자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만약, 아브람이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생각하였다면 왜 그가 롯을 목숨을 걸고 구출하였으며 하나님
께 이런 푸념을 늘어 놓을까요? 아브람은 지금 하나님의 확답을 구하는 중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셔
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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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주제

본문이포함하고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구속(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하나님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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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자는 누구인가? (2) (월요일)
오늘의 본문(창 15:1~6)
1.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
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 아브람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
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3. 아브람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
니이다
4.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
사가 되리라 하시고
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Gen 15:1-6 KOR)

원어해석하기
(1 절) 이러한 일들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람에게 환상으로 임하여 말하기를,
(ֵאמר
ֹ֑ )ַאחַר הַדְּ ב ִָרים ָה ֵאלֶּה ָהי ָה דְּ בַר־י ְּהוָה אֶּל־ַאב ְָּרם ַב ַמ ֲחז ֶּה ל
두려워 말아라, 아브람아, (ירא ַאב ְָּרם
ָ ִ)ַאל־ת
나는 너에게 방패이다. ()ָאנכִי ָמגֵן לְָך
너의 상급은 매우 위대하다. (שכ ְָּרָך ה ְַּרבֵה מְּאֹֽד
ְּ )
(2 절) 아브람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ב ְָּרם
주 여호와여, 나에게 무엇을 주실 것입니까? ()אֲדנָי י ֱהוִה מַה־תִ תֶּ ן־לִי
나는 자녀가 없이 살아 가고 있고, (ירי
ֹ֑ ִ )וְָּאנכִי הֹולְֵך ע ֲִר
내 집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יעֹֽזֶּר
ֶּ )ּובֶּן־ ֶּמשֶּק בֵיתִ י הּוא דַ ֶּמשֶּק ֱאל
(3 절) 아브람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ב ְָּרם
보세요. 당신은 저에게 자녀를 주지 않았습니다. ()הֵן לִי ֹלא נ ָתַ תָ ה ָז ַֹ֑רע
보세요. 내 집에서 자란 사람이 상속자가 되게 생겼습니다. (יֹורש אתִ ֹֽי
ֵ ) ְּו ִהנֵה בֶּן־בֵיתִ י
(4 절) 그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하기를, () ְּו ִהנֵה דְּ בַר־י ְּהוָה ֵאלָיו לֵאמר
그 사람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다. ()ֹלא ִי ָֹֽירשְָּך ֶּזֹ֑ה
너의 몸에서 나온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כִי־אִם ֲאשֶּר יֵצֵא ִמ ֵמעֶּיָך הּוא ִי ָֹֽיר ֶּשָֹֽך
(5 절) 그리고 여호와는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말했습니다. ()וַיֹוצֵא אתֹו הַחּוצָה וַיאמֶּר
하늘을 바라보아라 (ש ַמיְּמָה
ָ ) ַהבֶּט־נָא ַה
별들을 세어보아라, 네가 그들을 셀 수 있다면. ()ּוסְּפר הַכֹו ָכבִים אִם־תּוכַל ִלסְּפר א ָ ֹ֑ת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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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לֹו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כה י ִ ְּהי ֶּה ז ְַּר ֶּעָֹֽך
(6 절)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게 되었습니다. (ַיהוֹ֑ה
ָ ) ְּו ֶּה ֱאמִן ב
여호와는 아브람을 의로 (의롭게) 여겼습니다. (ש ֶּב ָה לֹו צְּדָ ָ ֹֽקה
ְּ ) ַוי ַ ְּח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4 절을 읽으십시요. 아브람의 푸념에 대해 하나님은 누가 상속자가 될 것인지에 대해 말씀을 하십니
다. 하나님의 말씀은 매우 단호합니다. 4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너의 몸에서 나온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
이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임신을 할 수 없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자입니다. 아무리 아브람이
애를써도 사래가 아이를 낳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래의 태를 열어 주지 않는다면 아브람은 절대
사래를 통해 아이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람에게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언젠가
사래의 태를 열어 사래가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브람이 하나
님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것을 그 자리에서 믿고 받아들였을까요?

5 절을 읽으십시요. 하나님은 아브람을 데리고 밖으로 나갑니다. 아브람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셀 수 있으면 세어 보라고 말하십니다. 그리고 다시한번 자손에 대한 언약을 확인
하십니다. 이렇게 시청각교육까지 시켜 가며 아브람을 믿도록 하십니다.
6 절을 읽으십시오. 6 절은 사도바울이 구원은 율법을 행함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
도의 믿음으로부터 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논증하는데 사용한 매우 유명한 구절입니다. 6
절을 다시 한번 적어 보십시오.

6 절을 원어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게 되었습니다”입니다. 이는 히브리어의
독특한 동사 용법 때문에 그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영어나 헬라어 한글에는 없는 독특
한 용법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어의 의미를 정확히 살려 내려면 의역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아브
람은 자신의 그 사실을 의지적 결단을 통해 믿은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신뢰를 여호와 안에 두게 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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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입니다. 여호와를 전적으로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생각들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맡겨진 것이지요. 결국 아브람이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굴복되어진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의지가 아닌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안에 두게 된 아브람을 하나님은 의롭게 여기셨습
니다. 의로움이란 내 생각 나의 의지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만
들어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그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늘 자신의 생각이 앞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 생각, 모든 노력들을 포기
시키고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시키시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에게 남은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나오는 그 의로움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 장 1 절부터 3 절을 읽으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써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
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바 되었느니라” (롬 4:1-3).
사도바울은 창세기 15 장 6 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에 대한 논증을 합니다. 이브람의 의가
무엇을 통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7 장을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에 속한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사건이 기록되
어 있습니다. 이 할례의 사건이 아브람이 의롭다함을 받기 전입니까? 아니면 후입니까?

할례는 율법의 상징처럼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켜내는 것이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이 된다
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만약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 율법을 어기게 되면 이미 선언된 그 의로
움이 취소된다고 생각하십니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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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주제

본문이포함하고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구속(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하나님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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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개진 희생제물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15:7~11)
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낸 여
호와로라
8.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9.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년 된 암염소와 삼년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
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10.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원어해석하기
(7 절) 여호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 ֵָלֹ֑יו
나는 여호와이다. () ֲאנִי י ְּהוָה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 ֲאשֶּר הֹוצֵאתִ יָך מֵאּור ַכשְּדִ ים
이 땅을 너의 소유로 네게 주기 위해, (ָָארץ הַזאת ל ְִּרש ְָּתֹּֽה
ֶּ )לָתֶּ ת לְָּך אֶּת־ה
(8 절) 아브람이 말했습니다. (אמר
ֹ֑ ַ )וַי
주 여호와여, ()אֲדנָי י ֱהוִה
제가 이 땅을 소유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שנָה
ֹֽ ֶּ ִיר
ָ ) ַבמָה אֵדַ ע כִי א
(9 절) 여호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לָיו
나에게 3년 된 암소와 3 년 된 암염소, 3년된 숫양, 그리고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라. (ש ֶּלשֶּת וְַּאי ִל ְּמש ָֻׁלֹ֑ש וְּתר וְּגֹו ָז ֹֽל
ֻׁ ש ֶּלשֶּת ְּועֵז ְּמ
ֻׁ ) ְּקחָה לִי ֶּעגְּלָה ְּמ
(10 절) 아브람은 그에게 이 모든 것을 가져왔습니다. () ַו ִי ֹֽקַ ֹֽח־לֹו אֶּת־כָל־ ֵאלֶּה
그는 그것들의 중간을 쪼갰습니다. () ַויְּבַתֵ ר אתָ ם בַתָ וְֶּך
그는 쪼개진 것들을 서로 마주보게 놓았습니다. () ַוי ִתֵ ן אִיש־בִתְּ רֹו ִלק ְַּראת ֵר ֵ ֹ֑עהּו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 ְּואֶּת־ ַהצִפר ֹלא ב ָָתֹֽר
(11절) 솔개(맹금-독수리)가 동물 사체에 내려왔습니다. () ַוי ֵֶּרד ָה ַעי ִט עַל־ ַה ְּפג ִ ָֹ֑רים
그러나 아브람이 그들을 쫓았습니다. () ַויַשֵב אתָ ם ַאב ָ ְֹּֽר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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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말씀 이해하기
자손에 대한 의문을 푼 아브람은 땅으로 이슈를 옮겨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아브람에게 약속
하신 것 중 ‘땅’에 대한 문제를 재확인하셨습니다 (7 절). 하지만 아브람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
실 믿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브람은 두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질문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답을 제시하십니다. 땅에 대한 언약은 15:7~21까지 이어지는
데 이를 두 번에 나누어 살펴 보고자 합니다.
7 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에
게 “나는 너에게 방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나는 여호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여호와라는 의미는 “나는 나다” (I am who I am.)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백성들
을 애굽의 노예로부터 불러 내어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자 모세를 부를 때 같은 말로 하나님을 묘사
하셨습니다.
7 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람을 어디로부터 불러내었다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를 갈대아인의 우르 (빛)에서 불러내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갈대아인의 우르로부터 이끌어 낸” 분으로 묘사하십니다. 갈대아 인의 우르는 다
시 우리말로 번역하면 ‘갈대아 인의 빛’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아브람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오신 것
입니다. 아브람이 자신의 의지로 ,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자발적으로 그곳으로부터 나오지 않았
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 동사의 용법은 6 절에서 아브람이 여호와 를 ‘믿게 되었다”에서
사용한 용법과 동일한 히필(hiphil)용법입니다.) 아브람을 하나님이 데리고 나온 것과 아브람이 자발
적으로 갈데아 우르를 떠났다는 것은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8 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람이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질문합니까?

아브람은 자신이 땅을 소유할지 자신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무엇으로도 확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이미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아브람이 그 땅
을 차지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아브람의 질문은 그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믿음과 설득됨을 구분하지 못합니
다. 자신이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득되어질 때 우리는 믿었다고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
음은 우리 밖에 우리와는 상관없이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히브리서 12 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
전체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직역하면 “믿음의 기초이시요 완성
이신 예수님께 눈을 고정한 채” (ἀφορῶντες εἰς τὸν τῆς πίστεως ἀρχηγὸν καὶ τελειωτὴν Ἰησοῦν)입
니다. 즉, 믿음의 기초가 예수님이고 완성도 예수닙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은 예수님이 만들어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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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예수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면 인간들은 도저히 믿을 수 없습
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설득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인간들이 온전히 이
해하도록 하십니다.
9 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갑자기 아브람에게 이런 준비를 시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10 절과 11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람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람의 반응은 하나님이 그에게
명령한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3년된 동물들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
람은 그 동물들을 둘로 쪼갰습니다. 여기서 짐승을 둘로 쪼갠 행위는 언약을 확약하기 위한 언약식입
니다. 창세기 12장 1~3 절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하였다면 동물이 쪼개지는 의식을 통해 언약을
확약하는 언약식을 거행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과 아브람 모두에게 법
적 효력을 가집니다. 물론 하나님은 언약을 선포하심으로써 의무를 지지만 그것이 발효되기 위해서
는 희생제물이 쪼개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하
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언약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전제로 합니다. 여기서 쪼
개어진 동물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해 보시고 당신에게 주는 의미를 간단하게 정리해보십시오.

나중에 유대의 방백들은 이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체결식을 자신들의 정치적 종교적인 목적으로 이
용하였습니다.예레미야 34 장 18 절로 20절을 읽으십시오.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
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백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너희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될것이며”(렘 34:18~20).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사이로 지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킬 것을 언약하는 행동입
니다. 유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그곳을 직접 지나갔습니다. 자신들이 그 언약을 지키겠다고 서약하
는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서는 횃불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17 절참 조). 횃불
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 언약을 누가 지키겠다는 의미일까요?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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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 약속의 선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유효하게 하기 위해 반드시 희
생제물을 필요로 합니다. 그 희생제물은 인간의 노력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선언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 그리고 그리고 그 약속을 영원히 변할 수 없게 하기 위해 죽으셨습
니다.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주제

본문이포함하고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구속(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하나님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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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예가 되어야 할 것이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15:13~21)
12. 해질 때에 아브람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하므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
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 네 자손은 사 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
라 하시더니
17.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18. 그 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땅을 애굽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19.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20.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21.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원어해석하기
(12 절) 해가 질 때, 깊은 잠이 아브람에게 임했습니다. (שמֶּש לָבֹוא וְּתַ ְּרדֵ מָה נָ ְּפלָה עַל־ַאב ָ ְֹּ֑רם
ֶּ ) ַויְּהִי ַה
또한, 두려움과 큰 어두움(흑암)이 아브람에게 임했습니다. (שכָה גְּדלָה נ ֶּפלֶּתעָלָ ֹֽיו
ֵ ) ְּו ִהנֵה אֵימָה ֲח
(13절) 여호와가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לְַּאב ְָּרם
너는 분명히 알아라. ()י ָד ַע תֵ דַ ע כִי
네 자손이 이방 땅에서 객이 될 것이다. ()־גֵר י ִ ְּהי ֶּה ז ְַּרעֲָך ְּבא ֶֶּּרץ ֹלא ָלהֶּם
그들을 섬길 것이다. () ַו ֲעבָדּום
그들은 네 자손을 400년동안 괴롭힐 것이다. (ַארבַע מֵאֹות שָנָ ֹֽה
ְּ ) ְּועִנּו א ָ ֹ֑תם
(14 절)
그러나 내가 네 자손 섬기는 나라를 심판할 것이다 (ָאנכִי
ֹ֑ ) ְּוגַם אֶּת־הַּגֹוי ֲאשֶּר יַעֲבדּו דָ ן
그 후에, 네 자손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וְַּאח ֲֵרי־כֵן יֵצְּאּו ב ְִּרכֻׁש ּגָדֹֹֽול
(15 절)
너는 너의 조상에게 평안히 돌아갈 것이다. () ְּואַתָ ה תָ בֹוא אֶּל־אֲבתֶּ יָך ְּבש ָֹ֑לֹום
너는 많은 나이에 장사될 것이다. ()תִ ָקבֵר ְּבשֵיבָה טֹובָ ֹֽה
(16절)
네 자손은 4대째 돌아올 것이다. ()וְּדֹור ְּרבִיעִי י ָשּובּו ֵ ֹ֑הנָה
왜냐하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שלֵם עֲֹון ָהאֱמ ִרי עַד־הֵ ֹֽנָה
ָ )כִי ֹלא־
(17 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보니, (שמֶּש בָָאה ַו ֲע ָלטָה ָה ָיֹ֑ה ְּו ִהנֵה
ֶּ ) ַויְּהִי ַה
연기나는 화로와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는 불타는 횃불이 있었습니다.
() תַ נּור ָעשָן ְּו ַלפִיד אֵש ֲאשֶּר ָעבַר בֵין ַה ְּּגז ִָרים הָאֵ ֹֽלֶּ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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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절) 그 날에, 여호와는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며 말했습니다.
(ֵאמר
ֹ֑ )בַיֹום הַהּוא כ ַָרת י ְּהוָה אֶּת־ַאב ְָּרם ב ְִּרית ל
내가 애굽의 강에서 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의 땅을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ארץ הַזאת ִמנְּהַר ִמצ ְַּרי ִם עַד־ ַהנָהָר ַהּגָדל נְּהַר־פ ָ ְֹּֽרת
ֶּ ) ְּלז ְַּרעֲָך נָתַ תִ י אֶּת־ה
(19 절)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אֶּת־ ַהקֵינִי ְּואֶּת־ ַה ְּקנִזִי ְּואֵת ַהקַדְּ מ ִנ ֹֽי
(20 절)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 ְּואֶּת־ ַהחִתִ י ְּואֶּת־ ַהפ ְִּרזִי ְּואֶּת־ה ְָּרפָאִ ֹֽים
(21절)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인,
() ְּואֶּת־ ָהאֱמ ִרי ְּואֶּת־ ַה ְּכנַ ֲענִי ְּואֶּת־ ַהּג ְִּר ָּגשִי ְּואֶּת־ ַהי ְּבּוסִ ֹֽי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언약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아브람은 잠이 들었고, 잠든 그에게 큰 두려움과 큰 흑암이
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 여호와께서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 선포는 그동안의 방
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단순한 축복의 선언이 아닙니다. 아브람의 후손들이 차지하게 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그 후손들이 겪어야 할 일들에 대한 예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늘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중 12 절부터 17 절의 문학적 구조를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A: 아브람에 흑암, 어두움, 두려움이 임함 (12절)
B: 아브람 자손에 대한 예언 ([애굽의] 노예됨)(13절)
C: 하나님의 심판과 출애굽 (14 절)
B’: 아브람과 그 자손들에 대한 예언 (가나안) (15절)
A’: 연기나는 화로와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는 횃불
가장 가운데 위치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과 출애굽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역사에 개입
하셔서 그들을 노예삼아 힘들게 했던 애굽을 심판하고 그들을 완전히 구속하는 예언이 가장 가운데
위치하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요.
12 절과 17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람은 짐승들을 쪼개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
았습니다. 밤이 되었고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했습니다. 또한 그에게 엄청난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
습니다. (아브람이 두려워했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그를 엄습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움 가운
데 연기나는 화로와 횃불이 쪼갠 고기사이로 지나갔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금까지 아브람이 하나
님을 만나는 분위기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당신의 생각으로는 왜 이러한 분위기가 연출되었다고 생
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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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암, 어두움, 두려움, 그리고 화로와 햇불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의 분위기
와 매우 흡사합니다. 출애굽기 19 장 16 절부터 19 절을 읽으십시요.
“제 삼일 아침에 우뢰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니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점 연기 같이 떠오
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
더라” (출 19:16-19 ).
이 시내산에서의 사건을 하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1 절
을 읽으십시요.
“너희의 이른 곳은 만질만한 불 붙는 산과 흑운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 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산에 이르거든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을 저희가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히 12:18-21).
다시 창세기 15장 12절과 17절로 돌아가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지는 광경과 비교하여 보십시요.
왜 하나님은 아브람 앞에서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을까요?

율법은 우리를 종으로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율법의 노예였을 때 그 율법으로부터 구속
하신 것입니다 (갈 4:3~5참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가나안 땅을 얻기 전에 그들에게 거쳐야 할 과
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종노릇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동일합니다. 두려운 율법이 우리를 종삼아 그
것의 속박아래 두어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 누구나 그 아래 있어야 하는 것이지
요. 이제 다시한번 오늘의 본문을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예언의 말씀
을 생각해 보시고 당신이 이해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17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 (3 주차)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주제

본문이포함하고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구속(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하나님의뜻

18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아브람의 인생에 애굽의 여종이 개입하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16:1~6)
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 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3.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
이 가나안 땅에 거한지 십년 후이었더라
4.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
시한지라
5.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
기를 원하노라
6. 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원어해석하기
(1 절)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 ְּוש ַָרי ֵאשֶּת ַאב ְָּרם ֹלא יָלְּדָ ה ֹ֑לֹו
그녀에게는 애굽 사람 여종이 있었습니다. (ש ְּפחָה ִמצ ְִּרית
ִ ) ְּולָּה
그녀의 이름은 하갈입니다. (שמָּה הָגָ ֹֽר
ְּ )ּו
(2 절) 사래는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וַתאמֶּר ש ַָרי אֶּל־ַאב ְָּרם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고 계십니다. () ִהנֵה־נָא ֲעצ ַָרנִי י ְּהוָה ִמלֶּדֶּת
그러니, 내 여종에게 가세요. (ש ְּפחָתִי
ִ )בא־נָא אֶּל־
혹시, 내가 그녀로 부터 아이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מנָה
ֹ֑ ֶּ )אּולַי ִא ָבנֶּה מ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었습니다. (שמַע ַאב ְָּרם לְּקֹול ש ָ ָֹֽרי
ְּ ִ ) ַוי
(3 절)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그녀의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왔습니다.
(ש ְּפחָתָ ּה
ִ )וַתִ קַח ש ַָרי אֵ ֹֽשֶּת־ַאב ְָּרם אֶּת־ ָהגָר ַה ִמצ ְִּרית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지 10 년이 지난 후에,
(שבֶּת ַאב ְָּרם ְּבא ֶֶּּרץ כ ָ ְֹּ֑נעַן
ֶּ שנִים ְּל
ָ ) ִמקֵץ ֶּעשֶּר
사래는 그녀를 그녀의 남편 아브람에게 그의 아내(첩)로 주었습니다.
(ִשֹֽה
ָ )וַתִ תֵ ן אתָ ּה לְַּאב ְָּרם אִישָּה לֹו ְּלא
(4 절) 그는 하갈에게 들어 갔고, 그녀는 임신했습니다. () ַוי ָבא אֶּל־ ָהגָר ו ַ ַֹ֑תהַר
그녀는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았습니다. ()וַתֵ ֶּרא כִי ה ָָרתָ ה
그녀는 그녀의 여주인을 멸시했습니다. ()וַתֵ קַל ְּּגב ְִּרתָ ּה ְּבעֵינֶּ ֹֽי ָה
(5 절) 사래가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וַתאמֶּר ש ַָרי אֶּל־ַאב ְָּר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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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됩니다. () ֲח ָמסִי ָעלֶּיָך
나는 나의 여종을 당신 품에 주었습니다. (ש ְּפחָתִ י ְּבחֵיקֶָּך
ִ )ָאנכִי נָתַ תִי
그런데, 그녀가 임신한 것을 알고, 나를 멸시합니다. (ֵינֹ֑י ָה
ֶּ )וַתֵ ֶּרא כִי ה ָָרתָ ה ָו ֵאקַל ְּבע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 판단(결정)하시기를! ()יִשְּפט י ְּהוָה בֵינִי ּובֵינֶּ ֹֽיָך
(6 절) 아브람이 사래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ב ְָּרם אֶּל־ש ַָרי
보라,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손에 있다. (ש ְּפחָתֵ ְך ְּבי ָדֵ ְך
ִ ) ִהנֵה
당신 눈에 보기 좋은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יני ְִך
ֹ֑ ָ ) ֲעשִי־לָּה הַּטֹוב ְּבע
사래는 그녀를 학대했고, 그녀는 사래 앞에서 도망갔습니다. ()וַתְּ ַענֶּ ָה ש ַָרי וַתִ ב ְַּרח ִמפָנֶּ ֹֽי ָה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후손이 없는 것은 아브람 뿐 아니라 그의 아내 사래에게도 너무도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드디어 사래
의 인내에 한계가 온 것 같습니다. 그녀는 아브람에게 애굽에서 데리고 온 여종 하갈을 취하여 아이
를 가질 것을 권합니다. 아브람은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동침하게 되고 결국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갈은 자신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자 여주인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갈은 결국 아브람의 집에서 쫒겨나게 됩니다.
먼저 본문(창 16:1~6)의 문학적 구조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문제의 발단: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불임 (1상)
A: 사래가 아브람에게 불평을 하면서 제안을 함 (1하 – 2상)
B: 아브람이 사례의 제안을 받아들임 (2하 – 4상)
C: 하갈이 사래를 멸시함 (4 하)
A’: 사래가 아브람에게 불평함 (5)
B’: 아브람이 사래의 이야기를 들음 (6 상)
C’: 사래가 그녀을 학대하자 하갈이 도망침 (6 하)
1 절을 읽으십시오. 사래에게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1 절 하반절에는 하갈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가 나옵니다. 하갈은 애굽시람이었고 사래의 여종이었
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단어가 두개 있습니다. 하나는 ‘애굽’이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래는 아이가 없었고 그 대안으로 ‘애굽’의 ‘여종’으로부터 자식을 얻는 길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속박을 의미합니다. 애굽은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아 종살이를 시켰습니
다. 약속하신 아들이 오시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종노릇 해야 하
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주기전에 이스마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들의 노력을 통해 무엇인가를 얻으려는 인간들의 욕망을
이용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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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과 3절을 읽으십시오. 하갈이 아브람에게 불편한 내용들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갈은
아브람에게 무엇이라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가 아이 낳는 것을 막고 계십니다.”라고 말한 것은 사래의 불임 원인이 사래나
아브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은 사래의 이 말에 동의하십니까?
(Yes, No).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보세요.

아브람은 사래의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하갈은 임신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문제는 하갈의 심신
이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임신을 한 사실을 알자 마자 자신의 주인인 사래를 멸시했습니다. 신
약성경에서 하갈과 아스마엘은 율법으로, 사라와 이삭은 은혜와 자유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따라
서 하갈이 사래를 멸시한 것은 당연합니다. 율법은 실제로 무언가를 보여줍니다. 밖으로 나타나는 것
이 있습니다. 임신은 열매입니다. 물론 하갈의 임신은 인간의 노력이 만들어 낸 열매입니다. 그것이
아직 은혜를 기다리는 사래를 멸시한 것입니다. 당신은 율법적으로 당신이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
서 그렇지 못하다고 당신이 판단한 남들을 멸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한 적은 없습니까?

6 절을 읽으십시오. 하지만 주인은 사래이지 하갈이 아닙니다. 사래는 아브람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아브람은 하갈을 사래에게 내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래가 하갈을 학대했고, 하갈은 견디지 못하고 사
래로부터 도망치게 됩니다.
여기서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다고 했는데 ‘학대하다’ (ָָׂ)וַ ְּת ַענֶּ ה라는 동사의 용법은 가장 강한 의미를
갖는 피엘(piel)입니다. 즉 그냥 학대한 것이 아니라 못견딜 정도로 심하게 핍박한 것을 말합니다. 하갈
이 도망하는 방법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을 정도로 학대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래는 하갈
을 그토록 심하게 학대하였을까요? 단순히 멸시를 받은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의
미가 있었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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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주제

본문이포함하고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구속(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하나님의뜻

22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아브람이 이스마엘을 낳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16:7~16)
7.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곁 곧 술 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8. 가로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
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
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
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13.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14.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15.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람이 하갈의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
더라
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 륙세이었더라

원어해석하기
(7 절) 여호와의 천사가 광야의 샘물 근처 (수르 길 샘 근처)에서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וַ ֹֽי ִ ְּמ ָצאָּה ַמ ְּלאְַך י ְּהוָה עַל־עֵין ַה ַמי ִם ַבמִדְּ ָ ֹ֑בר עַל־ ָה ַעי ִן בְּדֶּ ֶּרְך שֹּֽור
(8 절) 그가 말했습니다. ()וַיאמַר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려 하느냐?
(ש ְּפחַת ש ַָרי אֵ ֹֽי־ ִמז ֶּה בָאת וְָּאנָה תֵ ֵ ֹ֑לכִי
ִ ) ָהגָר
그녀가 말했습니다. ()ו ַֹּ֕תאמֶּר
저는 제 여주인 사래 앞에서 도망치고 있습니다. () ִמ ְּפנֵי ש ַָרי ְּּגב ְִּרתִ י ָאנכִי ב ַ ֹֽרחַת
(9 절)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לָּה ַמ ְּלאְַך י ְּהוָה
너의 여주인에게 돌아가라. ()שּובִי אֶּל־ ְּּגב ְִּר ֵ ֹ֑תְך
그녀의 손 아래서 복종하라. () ְּוהִתְּ ַענִי תַ חַת י ֶָּדֹֽי ָה
(10 절)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לָּה ַמ ְּלאְַך י ְּהוָה
내가 너의 자손을 매우 많게 할 것이다. (ַארבֶּה אֶּת־ז ְַּר ֵ ֹ֑עְך
ְּ )ה ְַּרבָה
그들은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것이다. ()וְֹּלא י ִ ָספֵר מ ֵֹֽרב
(11 절) 여호와의 천사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לָּה ַמ ְּלאְַך י ְּהוָ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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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절)

(13 절)

(14 절)
(15 절)

(16 절)

보라, 너는 임신하였고 아들을 낳을 것이다. () ִהנְָך ה ָָרה וְּילַדְּ תְּ ֵ ֹ֑בן
그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ש ָמעֵאל
ְּ ִ ) ְּוק ָָראת שְּמֹו י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שמַע י ְּהוָה אֶּל־ ָענְּ ֵיְֹֽך
ָ )כִ ֹֽי־
그는 사람들 중에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וְּהּוא י ִ ְּהי ֶּה פ ֶֶּּרא ָאדָ ם
그의 손이 모든 사람에게 대항하며, ()י ָדֹו בַכל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대항할 것이다. () ְּוי ַד כל ֹ֑בֹו
그는 그의 모든 형제와 대항하며 살 것이다. () ְּועַל־ ְּפנֵי כָל־ ֶּאחָיו יִשְּכֹֽן
그녀는 그녀에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당신은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불렀습니다.
()וַתִ ק ְָּרא שֵם־י ְּהוָה הַדבֵר ֵאלֶּי ָה אַתָ ה אֵל ֳר ִ ֹ֑אי
왜냐하면, 그녀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כִי ָאמ ְָּר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분”을 보았는가. () ֲהגַם הֲֹלם ָראִיתִ י ַאח ֲֵרי ראִ ֹֽי
그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해로이라고 불렀습니다. ()עַל־כֵן ק ָָרא ַל ְּבאֵר ְּבאֵר ַלחַי ר ִ ֹ֑אי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었습니다. () ִהנֵה בֵין־קָדֵ ש ּובֵין בָ ֶֹּֽרד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וַתֵ לֶּד ָהגָר לְַּאב ְָּרם ֵ ֹ֑בן
아브람은 하갈이 낳은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했습니다.
(שמ ֵָעֹֽאל
ְּ ִ ) ַויִק ְָּרא ַאב ְָּרם שֶּם־בְּנֹו ֲאשֶּר־יָלְּדָ ה ָהגָר י
아브람은 86세 였습니다. (ש ִנֹ֑ים
ָ שנָה ְּושֵש
ָ )וְַּאב ְָֹּּ֕רם בֶּן־שְּמנִים
하갈이 아브람을 위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ש ָמעֵאל לְַּאב ָ ְֹּֽרם
ְּ ִ )בְּלֶּ ֹֽדֶּ ת־ ָהגָר אֶּת־י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하갈은 견디다 못해 사래를 피해 도망을 합니다. 도망하던 하갈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게 되고 그에
게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 아브람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고 아브람은 아들
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였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이스마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부분(7 – 14)과 결론부분 (15 – 16)으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본문의 문학적 구조부터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A: 여호와의 천사가 샘물부근에서 하갈을 발견함 (7)
B: 핍박을 피해 도망하는 하갈 (8)
C: 돌아가 여주인에게 복종하라 (9)
D: 자손[후손]에 대한 언약 (10)
D’:자손[이스마엘]에 대한 언약 (11)
C’:이스마엘이 모든 형제와 대항할 것이다 (12)
B’: 하갈을 살피시는 하나님 (13)
A: 하갈이 그 샘물을 브엘라헤로이라 부름 (14)
결론: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 이스마엘을 낳음 (15~1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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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7절을 읽으십시오. 하갈은 여주인 사라를 피해 광야로 도망하였습니다. 술(수르)에 까지 이른
것을 보면 아마도 애굽으로 도망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수르는 나중에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차지하
여 살게 됩니다 (창 25:18참조). 그리고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로 들어가 사흘길을 지나
마라의 쓴물을 만난 곳이기도 합니다 (출 15:22이하 참조). 그곳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을 발견하
게 됩니다.
8 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천사가 하갈에게 질문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하
갈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하갈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생각하십시오.)

9 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천사의 명령 두가지가 나옵니다. 두가지 명령을 써보십시오.

두번째 명령인 “그녀의 손아래서 복종하라”에서 ‘복종하라’라는 명령어는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행
동을 의미하는 동사의 용법(히트파엘: Hithphael)용업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말은 지속적으로 늘 복종
되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이든 순종하라는 의미로도 볼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갈이 그를 핍박하
는 여주인 사래에게 돌아가 계속해서 순종하여야 하였을까요?

10 절부터 13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천사는 하갈의 자손에 대해 약속을 하면서 그가 아들을 낳
을 것이고 이름을 이스마엘로 지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모든 형제로 대적을 하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14 절을 읽으십시오. 하갈이 그 우물을 브엘라헤로이라 불렀습니다. 브엘라헤로이는 ‘나를 살피시는
살아 계신 분의 우물’이란 뜻입니다. 브엘라헤로이는 나중에 이삭이 임시로 거주하던 곳입니다.
15 절과 16절을 읽으십시오. 결국 하갈은 아브람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마엘
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아브람과 사래의 믿음없는 행동에 의해 어쩌다가 우연하게 낳은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
엘이라는 아들이 필요했을까요? 갈라디아서 4 장 21절로 31절을 읽으시고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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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주제

본문이포함하고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구속(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하나님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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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되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17:1~8)
1. 아브람의 구십구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3. 아브람이 엎드린대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4.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6.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좇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좇아 나리라
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원어해석하기
(1 절) 아브람이 99세가 되었습니다. (ש ִנֹ֑ים
ָ שנָה וְּתֵ שַע
ָ שעִים
ְּ ִ) ַויְּהִי ַאב ְָּרם בֶּן־ת
여호와께서 아브람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 ַוי ֵָרא י ְּהוָה אֶּל־ַאב ְָּרם וַיאמֶּר ֵאלָיו
나는 “전능한 하나님” 이다. () ֲאנִי־אֵל שַדַי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הִתְּ ַהלְֵך ְּל ָפנַי
너는 완전하라. () ֶּו ְּהי ֵה תָ מִ ֹֽים
(2 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둘 것이다. (ֵינָֹ֑ך
ֶּ ) ְּואֶּתְּ נָה ב ְִּריתִ י בֵינִי ּוב
내가 너를 매우 크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ארבֶּה אֹותְּ ָך ִבמְּאד מְּאֹֽד
ְּ )ו
(3 절) 아브람이 그의 얼굴을 떨구었습니다 (엎드렸습니다.) () ַוי ִפל ַאב ְָּרם עַל־פ ָָנֹ֑יו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 ַוי ְּדַ בֵר אִתֹו אֱֹלהִים לֵאמֹֽר
(4 절)
보라! 나의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תְך
ֹ֑ ָ ) ֲא ִֹּ֕ני ִהנֵה ב ְִּריתִ י א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 ְּו ָה ִֹּ֕ייתָ לְַּאב הֲמֹון ּגֹו ִי ֹֽם
(5 절)
더이상 너는 아브람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שמְָּך ַאב ָ ְֹּ֑רם
ִ )וְֹּלא־יִק ֵָרא עֹוד אֶּת־
너의 이름은 아브라함이 될 것이다. (שמְָּך ַאב ְָּרהָם
ִ ) ְּו ָהי ָה
왜냐하면,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였기 때문이다.
()כִי ַאב־הֲמֹון ּגֹוי ִם נְּתַ תִ ֹֽיָך
(6 절)
내가 너로 하여금 매우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 ְּו ִהפ ְֵּרתִ י אֹֽתְּ ָך ִבמְּאד מְּאד
내가 너의 나라들을 만들 것이다. ()ּונְּתַ תִ יָך לְּגֹו ִיֹ֑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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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절)

(8 절)

너로부터 왕들이 나올 것이다. ()ּו ְּמ ָלכִים ִממְָּך י ֵצֵ ֹֽאּו
나는 나의 언약을 나와 너와 너의 자손 사이에 세울 것이다.
() ַו ֲהקִמתִ י אֶּת־ב ְִּריתִ י בֵינִי ּובֵינֶָּך ּובֵין ז ְַּרעֲָך ַאח ֲֶּריָך
너의 자손 대대로 영원한 언약으로서 (עֹולֹ֑ם
ָ )לְּדרתָ ם ִלב ְִּרית
너의 하나님,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 ִלהְּיֹות לְָּך לֵ ֹֽאֹלהִים ֹּֽו ְּלז ְַּרעֲָך ַאח ֶּ ֲֹֽריָך
나는 너와 너의 자손에게 너가 머무는 땅, 즉 가나안 모든 땅을, 영원한 소유 (기업) 로
줄 것이다. (עֹולֹ֑ם
ָ ) ְּונָתַ תִ י לְָּך ּו ְּלז ְַּרעֲָך ַאח ֲֶּריָך אֵת א ֶֶּּרץ ְּמג ֶֻּׁריָך אֵת כָל־א ֶֶּּרץ ְּכנַעַן ַל ֲא ֻׁחז ַת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 ְּו ָהי ִיתִ י ָלהֶּם לֵאֹלהִ ֹֽים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아브람이 구십구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자신의 언약을 재확인 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늘 동일합니다. 첫번째는 자손에 대한 언약이고 다른 하나는 땅에 대한 언약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17장은 은 단순히 언약의 재확인 과정이 아닙니다. 아브람과 사래의 이름이 아브라함과 사
라로 바뀌고 갑자기 할례도 행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자신들이 생물학적으로는 불가능
한 아이를 갖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중에서 오늘의 본문 (창 17:1~8)은 하나님의 아브
람에 대한 언약의 재확인과 이름을 내용이 나옵니다.
1 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전능” (almighty)을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두가지의 명령을 합니다. 두 명령은 이어지는 명령이 아니고 “그리고”로 이어
지는 각각 다른 명령입니다. 두 명령은 무엇입니까?

두번째 명령은 “너는 완전하라”입니다. ‘완전하라’라는 말씀이 지니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도덕적으
로 완전하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이제 온전하게 [아들을 낳을] 준비를 하라는 말일까요? 하나님은 아
직까지 아브람에게 어떤 도덕적 기준도 제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이어 할례를 행하라
는 명령을 하십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과 이 완전함과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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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은 다시 일방적인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
다. 모든 의무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2절부터 8절 사이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에 대해 다시한
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2 절) 1.
2.
(4 절) 3.
(5 절) 4.
5.
(6 절) 6.
7.
8.
(7 절) 9.
(8 절) 10.
왜 하나님은 이렇게 일방적으로 아브람에게 약속을 하실까요? 단순히 아브람과 그 후손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면 인류구속을 위한 위대한 역사를 그와 그의 후손들을 통해 준비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잠깐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역사
가 정말 이 세상사람들이 보기에 다른 민족 (이집트나 헬라, 로마, 심지어 중국 등)들에 비해 더 축복
을 받은 민족의 역사처럼 보입니까? [참고로 현 이스라엘 당의 크기는 남한의 ¼ 이 채 안됩니다. 그리
고 산지와 광야가 대부분이고 비옥한 땅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주전 587년 남유다가 멸망한
후 1948년 정부수립때까지 한번도 독립국의 지위를 갖지 못하고 식민지 생활과 유랑생활을 해야 했
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축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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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 (3 주차)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주제

본문이포함하고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구속(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하나님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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