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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에 대하여

큐티의 핵심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자신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
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별견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
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어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데 종종 실패를 합니
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을 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성경해석의 오류를 최소화 해야합니다. 다음은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흔히 빠질 수 있는
오류입니다. 첫째, 성경을 읽는 관점을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
들의 성격이나 그들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보다는 오히려 왜 하나님이 그런 성격의 소유
자들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골리앗이 다윗에게 죽
었는데 그 이유는 골리앗이 당연히 죽을 이유가 있어서 그랬고, 다윗이 뛰어난 사람이라 그랬다는 인
간들의 이분법적 판단구조로 읽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했
는가? 왜 골리앗같은 특별한 존재가 다윗에게 죽도록 연출을 하셨을까?에 촛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즉, 다윗의 성품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촛점을 맞추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눈은 하나님의 뜻을 향하게
됩니다.
둘째, 지나치게 도덕적 관점으로 보지 말아야 합니다. “사울왕은 나쁜 사람이고 다윗왕을 좋은
사람이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실은 아주 잘못한 일이고 있어서는 안될 일이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당연히 심판받아야야 할존재이다.” “노아가 심판을 면한 것은 그가 의로
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노아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었다.” “요셉의 형들은 모두 나쁜 사
람들이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삶은 우리가 철저하게 연구해서 닮아야 한다” 등등. 만약 이
렇게 성경을 읽는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제대로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
끔 인간들의 죄를 통해 자신의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일례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을 통해 그는 시편 32편과 51편을 지었고, 인간이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사실을 가르쳤습니다.
셋째, 성경을 읽을 때 시대착오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성경의 사건은 최소 2000년전 이전의 사
건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 문화, 풍습, 가치관, 윤리, 미덕 등등은 모두 현대사회와는 판이하게 다
릅니다. 특히, 성경을 기록하는데 사용된 언어인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단어, 문법, 문학적인 틀은 지금
의 그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사회문화, 그 당시의
문학, 그 당시의 단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분들도 성경의 모든 내
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더군다나 평신도들이 이를 정확히 알아 내는 것
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잘못된 해석의 함정을 벗어날 길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 쓰인 내용들이 우리들
이 이해하는 배경들이나 단어들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대로
원래 의미를 살려 주는 정보를 활용하여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2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넷째,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설정, 비유, 은
유적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 주기 위해 때로는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시
기도 하고, 인간들의 삶을 통해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진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베드로가 물위를 걸었다고해서 믿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물
위를 걸을 수 있다는 설명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에서 물위를 걷도록 한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뜻을 찾아 내는 것이 올바
른 성경읽기 입니다.
다음으로 올바른 신앙관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의 온전하신 구속사역을 통해 구원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아들 구
속사역에 의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인도로 이 세상을 살아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큐티란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가
는 과정에 필요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올바른 신앙관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온전한 신
앙관이 무엇일까요? 첫째,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으며, 삶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고통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숙한 분들은 그러한 삶의 문제들을 자신에게서 없애려고 애를 쓰고 힘들어 합니다. 하
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예를들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내 몰리게 되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려고 노력하는 것, 나
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둘째, 올바로 된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
석된 글을 읽기를 즐겨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상황으로 들어가 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입
장에서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에는 풍랑을 잠잠
케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종일 설교를 하신 예수님은 굳이 밤에 제자들과
함께 배로 거라사인의 땅으로 건너갑니다.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나는데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
셨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 거의 죽게 될 정도로 고생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
워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하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고 우리의 어려운 상황들, 고난들 (풍랑들)도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 잠잠하게 될 것이라는 적용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큐티가 아닙니다. 우선 왜 예수님은 굳이 그 밤에 제자들을 풍랑속으로
집어 넣으셨을까? 예수님은 왜 그 풍랑가운데에서 잠이 드셔서 제자들이 고생하도록 방치하셨을까?
등의 질문을 던져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올바른 큐티 방법입니다.
셋째, 성경의 문체나 문법, 단어들에 신경을 써써 읽어야 합니다. 한글을 모국어로 하는 우리는
한글 문법, 한글 단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습니다. 이 경우 원래 히브리어나 헬라어가 담고 있는 뜻을
살려 내는 것이 힘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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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큐티 - B2B]는 이러한 성경읽기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시의 문학의 구조, 문법, 단어들을
최대한 살려 내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성경을 읽는 하나의 중심주제를 가져야 합니다. 성경의 중심주제는 그리스
도입니다. 구약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신약의 모든 내용도 그리스도
가 하신일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로 끝이 납니다. 그가 알파요
오메가 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을 때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을 중심에 두고 해석을 하는 훈련을 하
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동안 에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
어 내신 출애굽 사건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에 농노릇하는 인류를 구원한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
다. 그리스도로 연결하여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같이 그리스도 중심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
님의 뜻이 좀더 명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늘의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권하고 싶은
방법은 될 수 있는대로 본문이 포함된 장 전체를 읽으십시오. 예를들어 창세기 12장 1~4절이 오늘의
본문이라면 창세기 12장 전체를 읽으십시오. 그래야만 전체 문맥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원어해석부분을 읽으십시오. 원어해석은 될 수 있는대로 직역을 하였습니다. 직역을 통
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원래 내용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셋째, 하나님 말씀이해하기는 간단한 상황설명과 문장구조 설명들이 있고 나머지는 스스로
답을 달아야 합니다. 큐티책에서 던지는 질문을 될 수 있는대로 충실히 따라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당일 큐티를 프린트하셔서 공부를 하시거나 별도의 노트를 준비하시는 것도 매일매일 큐
티를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넷째,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만드는 시간입니다. 본문을 통해 얻게된 하나님의 뜻을 적
어 보고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적용은 매우 구체적이되, 인간중심이 아닌 하나님의 중
심이 되여야 합니다.
히브리서저자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
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먹고 젖
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 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
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멸하는 자들이니라” (히 5:12~14).
이 큐티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장성한 신자로 성숙되어 가는데 도움이 되
는 길잡이 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14년 11월
B2B 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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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래는 임신을 못하는 여자였더라 (주일)
오늘의 본문 (창11:27-32)
27.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28.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29.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래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30. 사래는 잉태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31.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32. 데라는 이백 오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원어해석하기
(27절) 다음은 데라의 톨레도트입니다. () ְו ֵאלֶּה ּתֹולְד ֹת ּתֶּ ַרח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습니다. ()ּתֶּ ַרח הֹולִיד אֶּת־ַאב ְָרם אֶּת־נָחֹור ְואֶּת־ה ָָרן
그리고 하란은 롯을 낳았습니다. () ְוה ָָרן הֹולִיד אֶּת־לֹוט
(28절) 하란은 그의 아버지 앞에서 그의 고향 갈데아 사람들의 우르에서 죽었습니다
() ַויָמָת ה ָָרן עַל־ ְפנֵי ּתֶּ ַרח ָאבִיו ְבא ֶֶּּרץ מֹולַדְ ּתֹו בְאּור ַכשְדִ ים
(29절) 아브람과 나홀이 그들을 위하여 아내들을 받아들였습니다. () ַויִקַח ַאב ְָרם ְונָחֹור ָלהֶּם נָשִים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래이며 나홀의 아내 이름은 밀가였습니다.
()שֵם ֵאשֶּת־ַאב ְָרם ש ָָרי ְושֵם ֵאשֶּת־נָחֹור ִמ ְלכָה
(밀가는)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였습니다.
()בַת־ה ָָרן ֲאבִי־ ִמ ְלכָה ַו ֲאבִי י ִ ְסכָה
(30절)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으며 그녀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וַּתְ הִי ש ַָרי ֲעק ָָרה אֵין לָּה ָולָד
(31절)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그의 아들 아브람의 아내 사
래를 데리고 () ַויִקַח ּתֶּ ַרח אֶּת־ַאב ְָרם בְנֹו ְואֶּת־לֹוט בֶּן־ה ָָרן בֶּן־בְנֹו ְואֵת ש ַָרי ַכלָתֹו ֵאשֶּת ַאב ְָרם בְנֹו
갈대아 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 하였습니다.
(ַארצָה ְכנַעַן
ְ ) ַויֵצְאּו אִּתָ ם מֵאּור ַכשְדִ ים ָל ֶּלכֶּת
하란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거주하였습니다. () ַוי ָב ֹאּו עַד־ח ָָרן ַויֵשְבּו שָם
(32절) 데라가 205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습니다.
(שנָה ַויָמָת ּתֶּ ַרח ְבח ָָרן
ָ שנִים ּומָאתַ י ִם
ָ ) ַויִהְיּו יְמֵי־תֶּ ַרח ָחמֵ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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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 (1 주차)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본문은 아브람(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의 가족에 대해
개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본격적인 아브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27절은 데라의 톨레도트(세대)를 대략적으로 설명하는 구절입니다. 따라서 실제 내용은 28절부터 32
절까지라 할 수 있습니다.
28절~32절은 전형적인 교차배열구조 (Chaiastic structure)로 쓰여진 글입니다. 본문을 교배열구조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이 이 구조로 쓰였습니다.)
A: 하란이 데라 앞에서 죽다 (28절)
B: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형성된 데라의 자손들 (29절)
C: 사래는 임신을 못하는 여인이었더라 (30절)
B: 데라가 자손들을 데리고 하란으로 가다 (31절)
A: 데라가 하란에서 죽다 (32절)
오늘의 본문의 중심 주제는 구조상 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30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30절은 “사래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으며 그녀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핵심인
물은 데라도 아니고 심지어 아브람도 아닙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사래라 할 수 있습니다. 저자가 사래
를 강조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또는 이 이야기를 듣는 분들에게) 무슨 메시지를 전하려 하는 것일까요?

사래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라는 말은 불임의 원인이 아브람이 아닌 그의 아내 사래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나중에 아브람이 몸종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것을 보면 더더욱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사래를 아내로 둔 아브람을 택하셨을까요? (은혜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차배열구조에 따라 해석을 하면 28절과 32절이 하나의 짝이고 (A-A’), 29절과 31절이 하나의 짝이 됩
니다 (B-B’). 먼저 28절과 32절을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두 절이 마치 word play를 하는 것 처럼 되어 있
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데라의 아들 하란은 데라 앞에서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고, 데라는 하란
에서 죽었습니다. 데라와 하란을 교차적으로 배치한 것입니다. 매우 의도적인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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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입니다. 28절에서 아브람의 동생 하란이 롯을 남겨 놓고 데라 앞에서 죽은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아브람의 인생에서 조카 롯이 차지하는 문제, 앞으로 출애굽과정에서 롯의 후손들 (모
압과 암몬)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답을 해보세요.)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가정을 이룬 것은 모두 갈대아 인의 우르에서입니다 (30절). 그런데 그가 식구
들 중 일부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31절). 하나님
이 아브람에게 주고자 한 그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왜 데라는 가나안 땅에 가고자 했으나 이르지
못하고 그의 아들 아브람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브람은 갈대아인의 우르 즉, 갈대아인의 빛 (우르()אּור는 ‘빛’이라는 뜻입니다.)을 떠났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갈대아 인이 의미하는 바와 갈대아 인의 빛이라는 말의 의미를 생각해 보십시요. (나중에 남
유다를 멸망시킨 사람들이 바벨로니아 사람들, 즉 갈대아 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중심주제인 사래의 불임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한 절대적인 은혜로 하
나님의 아들이 되는 우리들의 모습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여인의 태도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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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 (1 주차)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하여야 할 하나님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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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 이야기 개관 (월요일)
아브라함 이야기 개요
A: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과 아브라함의 순종 (12:1-5)
B: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다 (12:6-13:4)
C: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로 감 (13:5-14:24)
D: 하나님의 언약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15:1-11)
E: 애굽의 노예가 될 것에 대한 예언 (15:12-21)
E’:애굽의 노예로부터 아들을 얻다 (16:1-16)
D’: 하나님의 언약—사라에게서 낳은 아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17:1-18:15)
C’: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이야기 —소돔과 고모라에 나옴(18:16-19:38)
B’: 아브라함이 아내를 팔다 (20:1-18)
A’: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의 성취 (21:1-22:19)

하나님 말씀 이해하기
오늘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전반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 전제적인 그림을 머리 속
에 그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성경을 읽을 때 하나의 사건기록에 매몰되지 않고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보이지 않는 주인공인 하나님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인간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를 가급적 정확하게 읽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네러티브의 핵심부분은 창세가 12장부터 22장까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는 아브라
함 세대가 마무리되고 이삭의 세대, 야곱의 세대로 이전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의 구조
는 성경의 대표적인 문학적인 틀인 교차배열 구조를 그대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구조 하에서 아브
라함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 주시고자 하는 메지시를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가운데 부분을 찾아 보십시요. 놀랍게도 가장 가운데 부분—즉 전체의
주제라 할 수 있는 부분—에는 ‘노예’에 대한 기록이 들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즉, 이스라엘 백
성이 사백년간 애굽의 노예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과(15:12-21), 애굽에서 노예로 데려온 하갈로
부터 사내 아이를 얻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16:1-16).
아브라함의 네러티브 가운데 왜 노예에 대한 네러티브를 배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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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 (1 주차)

이 예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과정을 거쳐 노예로부터 해방이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노예의 삶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한 값없이 그 노예의 삶으로부터 해방되는 경험을 하게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예언한 노예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얻는 사건과 우리들이 죄와 이 세상 어두
움의 권세에서 노예의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 사
건을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무거운 짐을 지고 죄에 매어 있어야 하
는지에 대해 생각해보세요. (죄가 없으면 죄사함도 없습니다. 속박이 없으면 해방도 없습니다.)

아브람(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 선포와 부르심을 받고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
나 하나님이 지시하신 땅으로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일
방적인 은혜로 성취됩니다. 언약의 주체도 하나님이고 언약을 이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점이
당신의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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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아브라함이 도덕적으로 또는 그의 노력을 통해 성취한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
요? 과연 우리가 찾아 낼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이 세상을 살아 가는 동
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무엇을 더할 수 있을까요?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적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셨다고 생각합니까? 개인적인 견해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는지 그 이유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11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 (1 주차)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하여야 할 하나님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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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람을 택하여 부르시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12:1-4)
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
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칠십 오세였더라

원어해석하기
오늘의 본문은 두개의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부르심과 언
약선포 (12:1-3) 두 번째는 아브람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12:4).
하나님의 부르심과 언약 선포 (12:1-3)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וַי ֹאמֶּר י ְהוָה אֶּל־ַאב ְָרם
가라! 너의 땅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 줄 그 땅을 향하여
(ך
ָ ַאר ֶּא
ְ ָָארץ ֲאשֶּר
ֶּ ֵַארצְָך ּומִּמֹולַדְ ּתְָך ּו ִמבֵית ָאבִיָך אֶּל־ה
ְ )לְֶּך־לְָך מ
(2절)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 ְו ֶּא ֶּעשְָך לְגֹוי גָדֹול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 ַו ֲאב ֶָּרכְָך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שמֶָּך
ְ ) ַו ֲאגַדְ לָה
(너는) 복이 되거라. () ֶּו ְהי ֵה ב ְָרכָה
(3절) 너를 축복하는 자들을 내가 축복할 것이다. () ַו ֲאב ֲָרכָה ְמב ְָרכֶּיָך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내가 저주할 것이다. ()ּו ְמ ַק ֶּללְָך ָאא ֹר
땅의 모든 족속들이 너에 의해 축복받게 될 것이다. (שפְח ֹת ָהאֲדָ מָה
ְ ) ְונִב ְְרכּו בְָך כ ֹל ִמ
부르심에 대한 아브람의 반응 (12:4-9)
(4절) 아브람이 여호와가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갔습니다. () ַויֵלְֶּך ַאב ְָרם ַכ ֲאשֶּר דִ בֶּר ֵאלָיו י ְהוָה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 ַויֵלְֶּך אִּתֹו לֹוט
아브람이 하란에서 나올 때 칠십오세였습니다. (שנָה ְבצֵאתֹו ֵמח ָָרן
ָ ש ְבעִים
ִ שנִים ְו
ָ )בֶּן־ ָחמֵ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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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 (창 12:1-4)은 하나님이 아브람을 선택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선택하신 모든 족속을
축복하겠다는 언약선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명령은 1절에만 나옵니다. 그 명령은 아주 간단합니다. “가라 ( ”)לְֶּך입니
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너의 땅 너의 친척 너의 아버지의 집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보여 줄 그 땅을
향하여”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을 보면 아브람이 떠나야 할 것이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찾아 적어 보십시요.

2절은 하나님이 아브람을 어떻게 만들겠다는 언약입니다. 사실 언약은 일종의 계약입니다. 계약은 계
약의 당사자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계약 당사자는 하나님과 아브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이 계
약에 어떠한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브람의 의무조항도 없습니다. 의무는 하나님만 있습
니다. 잘 생각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아브람을 위해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 세가지 하
나님의 약속(하나님의 의무)를 왜 아브람에게 선포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당신의 구원과
연관지어서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2절 마지막 부분은 명령형으로 쓰였는데 번역하면 “(너는) 복이 되거라” 입니다. 이 명령은 아브람이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복(blessing)이 되는 것이 아니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 되심을 기억해 보십시요. 이 명령이
당신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3절에는 ‘축복’과 ‘저주’ 등 두 단어가 나옵니다. 이 두 단어는 구약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이기도 합니
다. 이 두 단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첫째, 축복과 저주는 택한 자인
아브람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다시말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에게만 해당된 다는 것입
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관심을 가진다는 말이지요. 둘째, 축복과 저주의 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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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땅의 모든 족속들이 아브람에 의해 복을 받게 됩니다. 여기
서 “아브람에 의해”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는 “아브람 안에서”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브람
안에서” 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브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결국 아
브람을 택하실 때 우리도 택함을 받은 것으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지금 축복
과 저주 중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4절은 아브람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
와의 말씀하신 것을 따라 걸었습니다”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뒤에 “롯도 그와 함께 갔습
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친척”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람이 하나
님의 말씀을 따라 갔다는 말이 거짓이 되어 버립니다. 아브람이 롯을 데리고 다니는 것이 온전한 순종
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시작부터 어겼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다른 의미
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 보세요.

이 네러티브는 “아브람이 하란에서 나올때 칠십오세였다”로 마무리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고향
땅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아브람은 이미 아버지 데라를 따라 하란으로 옮긴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고향이라는 의미는 단순히 자신이 태어난 장소적 의미 뿐 아니라 다른 의미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진정한 고향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개인적으로 장소적 의미의 고향이 아닌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인지 적어 보세요. (예, 자신의 화려했던 과거)

우리가 선택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무라는 사실을 당신의 구원과
연관하여 생각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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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하여야 할 하나님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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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집과 멸망의 무덤 사이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12:5-9)
5. 아브람이 그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
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 갔더라
6.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
하였더라
7.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
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 곳에 단을 쌓고
8. 거기서 벧엘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벧엘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9.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원어해석하기
(5절)

(6절)

(7절)

(8절)

(9절)

아브람이 취하였습니다. () ַויִקַח ַאב ְָרם
그의 아내 사래를 ()אֶּת־ש ַָרי ִאשְּתֹו
그리고 그의 형제의 아들(조카) 롯을 () ְואֶּת־לֹוט בֶּן־ָאחִיו
그리고 그가 모은 모든 재산들을 (ָל־רכּושָם ֲאשֶּר ָרכָשּו
ְ ) ְואֶּת־כ
그리고 그가 하란에서 만든 모든 사람들을 () ְואֶּת־ ַהנֶּפֶּש ֲאשֶּר־עָשּו ְבח ָָרן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었습니다. (ַארצָה ְכנַעַן
ְ ) ַויֵצְאּו ָל ֶּלכֶּת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ארצָה ְכנָעַן
ְ ) ַוי ָב ֹאּו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의 그 장소, 모레 (Moreh) 상수리 나무에 까지 이르렀습니다.
(מֹורה
ֶּ שכֶּם עַד אֵלֹון
ְ ָָארץ עַד מְקֹום
ֶּ ) ַויַעֲב ֹר ַאב ְָרם ב
당시에 그 땅에는 가나안 인이 있었습니다 (ָָארץ
ֶּ ) ְו ַה ְכנַ ֲענִי ָאז ב.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셨습니다. () ַוי ֵָרא י ְהוָה אֶּל־ַאב ְָרם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ארץ הַז ֹאת
ֶּ )וַי ֹאמֶּר ְלז ְַרעֲָך אֶּּתֵ ן אֶּת־ה
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 ַויִבֶּן שָם ִמזְ ֵב ַח לַיהוָה ַהנ ְִראֶּה ֵא ָליו
그가 그곳으로부터 벧엘 동편 산으로 옮겨 가게 되었습니다. () ַויַעְּתֵ ק ִמשָם ָהה ָָרה ִמקֶּדֶּ ם ְלבֵית־אֵל
그가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벧엘이고 동쪽은 아이었습니다. () ַוי ֵט ָאהֳֹלה בֵית־אֵל ִמי ָם ְו ָהעַי ִמקֶּדֶּ ם
그가 그곳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 ַויִבֶּן־שָם ִמזְ ֵב ַח לַיהוָה
그리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으로] 불렀습니다. () ַויִק ְָרא ְבשֵם י ְהוָה
아브람이 나와서 행하였습니다. () ַויִק ְָרא ְבשֵם י ְהוָה
그리고 그가 네게브(남쪽지방)로 갔습니다. () ְונָסֹו ַע ַהנֶּגְבָ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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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에 의해 움직이는 동선이 기록되어 있습
니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 가서 하나님의 거듭되는 언약을 듣게 됩니다. 아브람은 두 번에
걸쳐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는데 한번은 세겜 땅 모레 상수리 나무 있는 곳이고 하나는 벧엘과 아이 사
이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점점 애굽(이집트)이 있는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본문 말씀은 ‘행진’과 ‘멈춤’이라는 아브람 일행의 일정과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는 하나님과 아브람
사이의 관계 등 두가지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문을 보면 본문이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A: 행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5-6절)
B: 멈춤: 아브람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음 (7절)
A:행진:세겜에서 벧엘과 아이 사이로 (8절 상반절)
B: 멈춤: 아브람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름 (8절 하반절)
A: 행진: 벧엘에서 네게브(남방)으로 (9절)
아브람의 이동경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거쳐간 지명의 뜻을 이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성경
에 나오는 지명이나 사람 이름은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과 뜻을 부여한 것이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이름을 그냥 아무런 의미없이 단순한 이름으로 생각하고 읽으면 깊이 있는 성경읽기에 실패할 수 있
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지명들과 그 지명들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하란: 산악지대, 강함, 강한 사람
 세겜: 어깨, 산맥의 언덕지역
 벧엘: 하나님의 집
 아이: 멸망의 무덤
 네게브: 남쪽 지방 (나라)
이 이름들의 뜻을 기준으로 아브람 일행의 이동경로를 재구성 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초로 아브람이 어디를 떠났습니까?

그렇다면 그가 떠난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믿는고 하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나의 힘, 나의 행위를 의존하던 것을 떠나 전적으로 하나님
의 은혜에 의지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람은 그러한 모습을 그의 여행 경로를 통해 보여 주고 있
습니다. 사실 아브람이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그렇게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은 언제 자신의 힘, 자신의 의,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던 것을 벗고 전적인 은혜 안으로 들어 왔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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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 그가 세겜에서 얼마를 머물다가 벧엘로 옮니다. 그런데 벧엘 즉, 하나님의 집에 머물지 않았습
니다. 그는 벧엘과 아이 사이로 거처를 옮긴 후 벧엘과 아이 사이에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
다.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집과 멸망의 무덤 사이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너무 동일하
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지요.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도 장차 멸망할 이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 안에
서 그것들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요. 지금 현재 당신은 벧엘에 가깝다고 생각
합니까? 아니면 아이에 가갑다고 생각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유를 적어 보세요.

네게브는 남쪽지역, 남쪽에 있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네게브는 이집트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잘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집트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백년간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곳이고, 하나님
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람이 점점 이집트를 향하여 남쪽으로
가도록 허락하였을까요?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 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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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하여야 할 하나님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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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리다 (1)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12:10-13:2)
10.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11.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래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14.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5.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들인지라
16.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
었더라
17.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18.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19.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20.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3:1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2. 아브람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원어해석하기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ארץ
ֶּ ) ַויְהִי ָרעָב ב
아브람이 잠시 그곳에 거주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 갔습니다. () ַוי ֵֶּרד ַאב ְָרם ִמצ ְַריְמָה לָגּור שָם
왜냐하면, 그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ארץ
ֶּ )כִי־ ָכבֵד ה ָָרעָב ב
(11절) 그가 이집트로 들어갈 무렵에 이 일이 일어 났습니다. () ַויְהִי ַכ ֲאשֶּר ִהק ְִריב לָבֹוא ִמצ ְָריְמָה
그가 그의 아내 사래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וַי ֹאמֶּר אֶּל־ש ַָרי ִאשְּתֹו
“보라. 나는 당신이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이라. (ְ) ִהנֵה־נָא י ָדַ עְּתִ י כִי ִאשָה יְפַת־מ ְַראֶּה אָּת
(12절) 애굽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는 그의 아내라 말하고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다.
() ְו ָהי ָה כִי־י ְִראּו א ֹתָ ְך ַה ִּמצ ְִרים וְָא ְמרּו ִאשְּתֹו ז ֹאת ְוה ְָרגּו א ֹתִ י וְא ֹתָ ְך יְחַיּו
(13절) 원하건데 당신이 나의 여동생이라고 말하여 달라 (ְ) ִאמ ְִרי־נָא אֲח ֹתִ י אָּת
너로 인하여 내가 잘되도록 (ֲבּורְך
ֵ ) ְל ַמעַן י ִיטַב־לִי ַבע
당신 덕분에 나의 영혼(목숨)이 살도록 () ְו ָחי ְתָ ה נַ ְפשִי ִבגְ ָללְֵך
(14절) 아브람이 이집트에 들어 갔을 때 이 일이 일어 났습니다. () ַויְהִי כְבֹוא ַאב ְָרם ִמצ ְָריְמָ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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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사람들이 그여인을 보았습니다. () ַוי ְִראּו ַה ִּמצ ְִרים אֶּת־ ָה ִאשָה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왔기 때문에 ()כִי־יָפָה הִוא מְא ֹד
(15절) 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았습니다. () ַוי ְִראּו א ֹתָ ּה ש ֵָרי פ ְַרע ֹה
그리고 바로에게 그녀를 칭송하였습니다. () ַוי ְ ַהלְלּו א ֹתָ ּה אֶּל־פ ְַרע ֹה
그리고 그녀가 바로의 집으로 취함을 받아 들어갔습니다. ()וַּתֻּ קַח ָה ִאשָה בֵית פ ְַרע ֹה
(16절) [바로가] 그녀를 인하여 아브람을 좋게 대하였습니다. (ֲבּורּה
ָ )ּולְַאב ְָרם הֵיטִיב ַבע
아브람이 양과 소와 숫 당나귀와 남종과 여종과 암 당나귀와 낙타들이 많았습니다.
(שפָח ֹת ַואֲת ֹנ ֹת ּוגְ ַמלִים
ְ ) ַויְהִי־לֹו צ ֹאן־ּו ָבקָר ַוחֲמ ִֹרים ַו ֲעבָדִ ים ּו
(17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엄청난재앙으로 바로와 그의 집을 쳤습니다.
() ַויְנַגַע י ְהוָה אֶּת־פ ְַרע ֹה נְגָ ִעים גְדֹלִים ְואֶּת־בֵיתֹו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일 때문에 ()עַל־דְ בַר ש ַָרי ֵאשֶּת ַאב ְָרם
(18절) 그래서 바로가 아브람을 불렀습니다. () ַויִק ְָרא פ ְַרע ֹה לְַאב ְָרם
그가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וַי ֹאמֶּר מַה־ז ֹאת ָעשִיתָ לִי
당신이 왜 그 여인이 당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느냐?
() ָלּמָה ֹלא־ ִהגַדְ ּתָ לִי כִי ִאשְּתְ ָך הִוא
(19절) 왜 당신이 그녀를 여동생이라고 말하여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 ָלמָה ָאמ ְַרּתָ אֲח ֹתִ י הִוא ָו ֶּאקַח א ֹתָ ּה לִי ְל ִאשָה
지금 보라. 당신의 아내를 데리고 가라. () ְועַּתָ ה ִהנֵה ִאשְּתְ ָך קַח ָולְֵך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령하였습니다. () ַויְצַו ָעלָיו פ ְַרע ֹה ֲאנָשִים
사람들이 그 (아브람)와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보냈습니다.
(שלְחּו א ֹתֹו ְואֶּת־ ִאשְּתֹו ְואֶּת־כָל־ ֲאשֶּר־לֹו
ַ ְ ) ַוי
(13:1절) 아브람이 이집트로부터 나와 그와 그의 아내와 그에 속한 모든 것과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
갔습니다. () ַויַעַל ַאב ְָרם ִמ ִּמצ ְַרי ִם הּוא ְו ִאשְּתֹו ְוכָל־ ֲאשֶּר־לֹו וְלֹוט עִּמֹו ַהנֶּגְבָה
(2절) 이브람은 육축과 금과 은이 매우 많았습니다. ()וְַאב ְָרם ָכבֵד מְא ֹד ַב ִּמ ְקנֶּה ַב ֶּכסֶּף ּו ַבזָהָב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은 전체 스토리가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속하시
는 사역 뿐 만아니라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점들을 담고 있으므로 3일에 걸쳐 묵상해 보고자 합니
다. 오늘은 이 본문의 문학적인 구조를 중심으로 사건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성경의 스토리를 읽을 때 이 글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강조하시고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 독자들
인 우리에게 언떠한 진리를 설명하려고 하시는지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성경 본문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문학적인 구조를 먼저 살
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다른 본문들과 같이 다음과 같은 교차배열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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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브람이 기근으로 인해 애굽으로 내려감 (12:10)
B: 아브람이 사라에게 여동생이라 이야기 해줄 것을 부탁함 (12:11-13)
C: 애굽왕 바로가 사래를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가고 아브람을 극진히 대함 (12:14-16)
D: 하나님이 사래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리심 (12:17)
C: 바로가 아브람에게 질책함 (12:18)
B: 바로가 아브람이 사래를 여동생이라 밝히지 않은 것을 나무람 (12:19)
A: 아브람 일행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옴 (12:20-13:2)
이 사건을 아브람이 비겁해서 자신의 아내를 바로에게 넘겨 준 부도덕한 사건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
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단순한 도덕적인 교훈을 주고자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
다. 성경은 현대의 도덕적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등장인물을 정죄하거나 반대로 등장인물을 본받으
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 주시고자 한 것입
니다. 긍국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여러 사건 여러 모양으로 계시하고자 한 것으로 이해해
야 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사건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을 목숨
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를 팔아 넘긴 파렴치한으로 본다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 주시고자 한
궁극적인 모습은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 구조를 보고 이야기의 가장 중간부분(D)에 기록을 한번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17절
을 다시 한번 써 보세요.

‘사래의 일로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집에 재앙을 내린 사건’이 이 사건의 핵심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
다. 당신은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이 사건의 맨 첫부분과 마지막 부분 (A-A)는 아브람 일행이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이집트에서 올
라오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두 광경에서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사실 아브람이 이집트에서 올라 올 때 내려 갈 때 보다 소유가 훨씬 많은 이유는 사래를 이집트왕 바로
에게 넘기는 대가로 받은 재산과 노비들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브람은 이집트왕 바로
에게 그가 받은 재산들과 노비들은 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브람은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이집
트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당신의 생각에 아브람의 행동이 정당했다고 생각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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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정당하다고 생각했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적어보세요. 그리고 만약 정당하지 않다고 생
각한다면 왜 그렇게 생각하지는지를 적어보세요.

아브람은 아내인 사래에게 자신의 여동생이라고 불러 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그 목적을 두가 지로 정
리하여 말합니다 (13절 원어해석 참조).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사래를 여동생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아브람은 자신이 목적하는 바 두가지를 모두 달성하였습니다.
16절 해설부분을 읽어 보고 아브람이 얻은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세요.

왜 아브람이 이렇게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아브람이나
바로에게 경고를 하지 않으시고 일이 벌어진 이후에나 일에 개입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 보세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하여야 할 하나님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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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리다 (2)(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12:10-13:2)
10.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11.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래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14.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5.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들인지라
16.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
었더라
17.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18.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19.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20.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3:1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2. 아브람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원어해석하기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ארץ
ֶּ ) ַויְהִי ָרעָב ב
아브람이 잠시 그곳에 거주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 갔습니다. () ַוי ֵֶּרד ַאב ְָרם ִמצ ְַריְמָה לָגּור שָם
왜냐하면, 그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ארץ
ֶּ )כִי־ ָכבֵד ה ָָרעָב ב
(11절) 그가 이집트로 들어 갈 무렵에 이 일이 일어 났습니다. () ַויְהִי ַכ ֲאשֶּר ִהק ְִריב לָבֹוא ִמצ ְָריְמָה
그가 그의 아내 사래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וַי ֹאמֶּר אֶּל־ש ַָרי ִאשְּתֹו
“보라. 나는 당신이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이라. (ְ) ִהנֵה־נָא י ָדַ עְּתִ י כִי ִאשָה יְפַת־מ ְַראֶּה אָּת
(12절) 애굽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는 그의 아내라 말하고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다.
() ְו ָהי ָה כִי־י ְִראּו א ֹתָ ְך ַה ִּמצ ְִרים וְָאמְרּו ִאשְּתֹו ז ֹאת ְוה ְָרגּו א ֹתִ י וְא ֹתָ ְך יְחַיּו
(13절) 원하건데 당신이 나의 여동생이라고 말하여 달라 (ְ) ִאמ ְִרי־נָא אֲח ֹתִ י אָּת
너로 인하여 내가 잘되도록 (ֲבּורְך
ֵ ) ְל ַמעַן י ִיטַב־לִי ַבע
당신 덕분에 나의 영혼(목숨)이 살도록 () ְו ָחי ְתָ ה נַ ְפשִי ִבגְ ָללְֵך
(14절) 아브람이 이집트에 들어 갔을 때 이 일이 일어 났습니다. () ַויְהִי כְבֹוא ַאב ְָרם ִמצ ְָריְמָה
이집트 사람들이 그여인을 보았습니다. () ַוי ְִראּו ַה ִּמצ ְִרים אֶּת־ ָה ִאשָ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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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왔기 때문에 ()כִי־יָפָה הִוא מְא ֹד
(15절) 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았습니다. () ַוי ְִראּו א ֹתָ ּה ש ֵָרי פ ְַרע ֹה
그리고 바로에게 그녀를 칭송하였습니다. () ַוי ְ ַהלְלּו א ֹתָ ּה אֶּל־פ ְַרע ֹה
그리고 그녀가 바로의 집으로 취함을 받아 들어갔습니다. ()וַּתֻּ קַח ָה ִאשָה בֵית פ ְַרע ֹה
(16절) [ 바로가] 그녀를 인하여 아브람을 좋게 대하였습니다. (ֲבּורּה
ָ )ּולְַאב ְָרם הֵיטִיב ַבע
아브람이 양과 소와 숫당나귀와 남종과 여종과 암당나귀와 낙타들이 많았습니다.
(שפָח ֹת ַואֲת ֹנ ֹת ּוגְ ַמלִים
ְ ) ַויְהִי־לֹו צ ֹאן־ּו ָבקָר ַוחֲמ ִֹרים ַו ֲעבָדִ ים ּו
(17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엄청난 재앙으로 바로와 그의 집을 쳤습니다.
() ַויְנַגַע י ְהוָה אֶּת־פ ְַרע ֹה נְגָעִים גְדֹלִים ְואֶּת־בֵיתֹו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일 때문에 ()עַל־דְ בַר ש ַָרי ֵאשֶּת ַאב ְָרם
(18절) 그래서 바로가 아브람을 불렀습니다. () ַויִק ְָרא פ ְַרע ֹה לְַאב ְָרם
그가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וַי ֹאמֶּר מַה־ז ֹאת ָעשִיתָ לִי
당신이 왜 그 여인이 당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느냐?
() ָלּמָה ֹלא־ ִהגַדְ ּתָ לִי כִי ִאשְּתְ ָך הִוא
(19절) 왜 당신이 그녀를 여동생이라고 말하여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 ָלמָה ָאמ ְַרּתָ אֲח ֹתִ י הִוא ָו ֶּאקַח א ֹתָ ּה לִי ְל ִאשָה
지금 보라. 당신의 아내를 데리고 가라. () ְועַּתָ ה ִהנֵה ִאשְּתְ ָך קַח ָולְֵך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령하였습니다. () ַויְצַו ָעלָיו פ ְַרע ֹה ֲאנָשִים
사람들이 그 (아브람)와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보냈습니다.
(שלְחּו א ֹתֹו ְואֶּת־ ִאשְּתֹו ְואֶּת־כָל־ ֲאשֶּר־לֹו
ַ ְ ) ַוי
(13:1절) 아브람이 이집트로부터 나와 그와 그의 아내와 그에 속한 모든 것과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
갔습니다. () ַויַעַל ַאב ְָרם ִמ ִּמצ ְַרי ִם הּוא ְו ִאשְּתֹו ְוכָל־ ֲאשֶּר־לֹו וְלֹוט עִּמֹו ַהנֶּגְבָה
(2절) 이브람은 육축과 금과 은이 매우 많았습니다. ()וְַאב ְָרם ָכבֵד מְא ֹד ַב ִּמ ְקנֶּה ַב ֶּכסֶּף ּו ַבזָהָב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오늘도 어제에 이어 동일한 본문으로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 한 사건이 담고 있는 역사적인 의미
가 너무도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앞서 이 사건이 아브람이 죽을 것이 두려워 아내인 사래를 여동생이라고 속인 부도덕한 사건
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 생각해서 적용하는 것도 성경
자체를 왜곡할 뿐 아니라 그렇게 해석할 경우 정작 그 사건을 통해 알아야 할 하나님의 뜻은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기록한 원문의 의미를 좀 더 깊게 알아 보고자 합니다.
우선 이 성경말씀은 히브리어, 히브리 문법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이 사건을 처음 들은 사람들도 히브
리 사람들입니다. 이 사건이 한글이나 영어로 해석이 되어서 오늘날 우리들이 우리 말로 보고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본문을 충실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어가 지니고
있는 의미를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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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집트에 들어 갔을 때 부터 이집트에서 나올 때까지 (14절-20절) 의 사건들을 중심으로 당시의
상황을 재현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알 수만 있다면 성경이야기의 느낌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아브람의 아내 사래를 주목했습니다. 그녀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주목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

14절의 “심히 아름다웠기 때문에”에서 “심히” (()מְא ֹד므오드)라는 단어는 ‘이 세상에서 가장’이라는 의
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래가 그 누구보다 더 아름다웠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는 당시 사래의 나이가 최
소 65세는 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사래가 그토록 아름다웠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서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이도록 한 것일까요? 개인적인 생각을 적어 보세요.

15절은 바로의 신하들도 사래를 보았고 그리고 그 사래를 이집트왕 바로에게 칭송하였다고 되어 있
습니다. 여기서 ‘칭송하다’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쓰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에서 ‘야’가 빠진
‘할렐루’입니다. ‘찬양하다’라는 의미이지요. 즉, 바로의 신하들이 이집트왕 바로에게 자신들이 본 사
래를 설명하면서 찬양일색이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왕 바로는 그런 찬양하는 소리를 듣고 당연히 그
녀를 아내로 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사래는 바로의 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5절 하반절에
서 “그녀가 바로의 집으로 취함을 받아 들어갔다”라고 번역했는데 이는 ‘취하다’라는 동사가 수동태
이기 때문입니다. 즉, 사래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았으나 억지로 당한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어떤 결정
도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일을 당하게 된 사래의 입장과 우리의 입장, 즉,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는 무관하게 하나님과 멀어진 이 세상에서 태어나 이 세상권세잡은 자의 손아귀에 잡혀 있었던 일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래가 바로에게 이끌려 들어간 사건을 당신이 구원받기 전의 상황과 빅하
여 보십시오. 당신은 무엇에 사로잡혀 있었습니까?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17절은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일 때문에 여호와께서 엄청난 재앙으로 바로와 그의 집을 쳤습니다”라
고 되어 있습니다. 사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직접 나서신 것입니다. 여기에 쓰인 ‘치다’라는 동
사의 용법은 ‘할 수 있는한 가장 강한 힘으로 쳤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왕
바로는 자신이 당할 수 있는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을 당한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으로
하나님이 이집트와 바로와 그의 집을 치셨는지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쓰여진 동사의 용법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내려진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이집트왕 바로가 그런 재앙을 당해야 했을까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애굽왕 바로는 사래가 처녀인줄 알았습니다. 아브람이 속였기 때
문입니다. 적어도 이 사건에서 바로에게 죄를 물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토록 심한 재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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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닌가요? 이 사건을 우리의 구원문제와 연관하여
해석해 보기로 하지요. 신약으로 와서 하나님은 죄와 흑암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할 수 없는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예수님은 택한 백성을 구
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바로가 되신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당신의 구원은 어떤 절차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일까요? 바로가 당한 이 재앙을 아브람시절에 일어난 하나의 에피소드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을
까요? 당신이 받은 구원과 그리스도의 고난을 연계하여 이 재앙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 보십시오.

억울한 일을 당한 바로는 아브람을 불러 그를 나무랍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너로 인해 내
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의 아내와 함께 이집트를 떠나라!” 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만들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너로 인해 내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했다. 그러니 이제 [이집트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아라!”
당신은 무엇으로부터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간단하게 자신의 구원에 대해 묵상해보세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하여야 할 하나님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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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이 내리다 (3)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12:10-13:2)
10.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11.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래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14.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5.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들인지라
16.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
었더라
17.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18.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19.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20.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13:1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2. 아브람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원어해석하기
(10절)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ארץ
ֶּ ) ַויְהִי ָרעָב ב
아브람이 잠시 그곳에 거주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 갔습니다. () ַוי ֵֶּרד ַאב ְָרם ִמצ ְַריְמָה לָגּור שָם
왜냐하면, 그 땅에 기근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ארץ
ֶּ )כִי־ ָכבֵד ה ָָרעָב ב
(11절) 그가 이집트로 들어갈 무렵에 이 일이 일어 났습니다. () ַויְהִי ַכ ֲאשֶּר ִהק ְִריב לָבֹוא ִמצ ְָריְמָה
그가 그의 아내 사래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וַי ֹאמֶּר אֶּל־ש ַָרי ִאשְּתֹו
“보라. 나는 당신이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이라. (ְ) ִהנֵה־נָא י ָדַ עְּתִ י כִי ִאשָה יְפַת־מ ְַראֶּה אָּת
(12절) 애굽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이는 그의 아내라 말하고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다.
() ְו ָהי ָה כִי־י ְִראּו א ֹתָ ְך ַה ִּמצ ְִרים וְָאמְרּו ִאשְּתֹו ז ֹאת ְוה ְָרגּו א ֹתִ י וְא ֹתָ ְך יְחַיּו
(13절) 원하건데 당신이 나의 여동생이라고 말하여 달라 (ְ) ִאמ ְִרי־נָא אֲח ֹתִ י אָּת
너로 인하여 내가 잘되도록 (ֲבּורְך
ֵ ) ְל ַמעַן י ִיטַב־לִי ַבע
당신 덕분에 나의 영혼(목숨)이 살도록 () ְו ָחי ְתָ ה נַ ְפשִי ִבגְ ָללְֵך
(14절) 아브람이 이집트에 들어 갔을 때 이 일이 일어 났습니다. () ַויְהִי כְבֹוא ַאב ְָרם ִמצ ְָריְמָ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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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사람들이 그여인을 보았습니다. () ַוי ְִראּו ַה ִּמצ ְִרים אֶּת־ ָה ִאשָה
그 여인이 심히 아름다왔기 때문에 ()כִי־יָפָה הִוא מְא ֹד
(15절) 바로의 신하들도 그녀를 보았습니다. () ַוי ְִראּו א ֹתָ ּה ש ֵָרי פ ְַרע ֹה
그리고 바로에게 그녀를 칭송하였습니다. () ַוי ְ ַהלְלּו א ֹתָ ּה אֶּל־פ ְַרע ֹה
그리고 그녀가 바로의 집으로 취함을 받아 들어갔습니다. ()וַּתֻּ קַח ָה ִאשָה בֵית פ ְַרע ֹה
(16절) [바로가] 그녀를 인하여 아브람을 좋게 대하였습니다. (ֲבּורּה
ָ )ּולְַאב ְָרם הֵיטִיב ַבע
아브람이 양과 소와 숫당나귀와 남종과 여종과 암당나귀와 낙타들이 많았습니다.
(שפָח ֹת ַואֲת ֹנ ֹת ּוגְ ַמלִים
ְ ) ַויְהִי־לֹו צ ֹאן־ּו ָבקָר ַוחֲמ ִֹרים ַו ֲעבָדִ ים ּו
(17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엄청난재앙으로 바로와 그의 집을 쳤습니다.
() ַויְנַגַע י ְהוָה אֶּת־פ ְַרע ֹה נְגָעִים גְדֹלִים ְואֶּת־בֵיתֹו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일 때문에 ()עַל־דְ בַר ש ַָרי ֵאשֶּת ַאב ְָרם
(18절) 그래서 바로가 아브람을 불렀습니다. () ַויִק ְָרא פ ְַרע ֹה לְַאב ְָרם
그가 말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וַי ֹאמֶּר מַה־ז ֹאת ָעשִיתָ לִי
당신이 왜 그 여인이 당신의 아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였느냐?
) ָלּמָה ֹלא־ ִהגַדְ ּתָ לִי כִי ִאשְּתְ ָך הִוא
(19절) 왜 당신이 그녀를 여동생이라고 말하여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삼게 하였느냐?
() ָלמָה ָאמ ְַרּתָ אֲח ֹתִ י הִוא ָו ֶּאקַח א ֹתָ ּה לִי ְל ִאשָה
지금 보라. 당신의 아내를 데리고 가라. () ְועַּתָ ה ִהנֵה ִאשְּתְ ָך קַח ָולְֵך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령하였습니다. () ַויְצַו ָעלָיו פ ְַרע ֹה ֲאנָשִים
사람들이 그 (아브람)와 그의 아내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내보냈습니다.
(שלְחּו א ֹתֹו ְואֶּת־ ִאשְּתֹו ְואֶּת־כָל־ ֲאשֶּר־לֹו
ַ ְ ) ַוי
(13:1절) 아브람이 이집트로부터 나와 그와 그의 아내와 그에 속한 모든 것과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
갔습니다. () ַויַעַל ַאב ְָרם ִמ ִּמצ ְַרי ִם הּוא ְו ִאשְּתֹו ְוכָל־ ֲאשֶּר־לֹו וְלֹוט עִּמֹו ַהנֶּגְבָה
(2절) 이브람은 육축과 금과 은이 매우 많았습니다. ()וְַאב ְָרם ָכבֵד מְא ֹד ַב ִּמ ְקנֶּה ַב ֶּכסֶּף ּו ַבזָהָב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오늘이 아브람이 사래를 바로에게 넘긴 사건기록으로 성경을 읽는 3일째입니다. 성경의 사건은 단순
히 그 때 그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사건을 통해 미래에 일어날 큰 역사를 보
여 주기도 하십니다. 그것을 사건의 역사적 의미라 말합니다. 이런 역사적 의미까지 파악했을 때 비로
소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이 지니는 역사적인 의미에 대해 묵상해 보
고자 합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아주 의미 깊은 사건이 됩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구약을 통해 신약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형이었다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도 이 사건에 주는 의미는 남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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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컫는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에게 일어난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거대한 구속사역을 보여 주고 있다고 봅니다. 연약하고 비겁하기 짝이
없는 아브람이라는 한 인물이 자신의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이고 이집트왕 바로에게 넘긴 이 사건이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는 아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에굽으로 내려 가는 사건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간단하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10절에서 아브람과 그의 가족이 왜 이집트 땅으로 내려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41장 56-57절, 42장 1-3절을 찾아서 읽으십시요. 왜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됩니까?

이 두 이야기에서 아브람과 야곱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 가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나옵니다. 그들
은 같은 이유로 이집트로 향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45장 16-28절, 47장 1-12절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 창세기 12장 14-15절의 내용과
비교해 보세요. 비슷한 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8-14절을 읽어보세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생활을 하는 것과 아브람의 아
내 사래가 이집트왕 바로의 집에 잡혀 들어간 것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집트왕 바로는 열번의 재앙을 거치고 나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냅니다. 사실 바로는 이스
라엘 백성들을 내어 보낼 생각을 갖고 있었으나 하나님이 그 때마다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습니
다. 사실 바로는 하나님이 완악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열번의 재앙이
있기까지 바로를 완악하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이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는 말씀과 비
교하여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앙의 마지막은 유월절 어린양을 잡는 사건이고 애굽사람들에게는 장자들이 모두 죽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이스라엘에게 보여 주고 나서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을 나오도록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당신의 구원과 연관하여 생각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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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 핵심 주제

본문이 포함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본문 안에서 발견되는 그리스도 또는 그리스도의 구속 (복음)

나의 삶에 적용하여야 할 하나님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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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
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전제하실 때에는 반드
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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