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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약의 표—할례 (주일)
오늘의 본문(창 17:9~14)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무론하고
난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9.
10.
11.
12.

원어해석하기
(9 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וַי ֹּאמֶר אֱֹלהִים אֶל־ַאב ְָרהָם
너는 나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 () ְואַתָ ה אֶת־ב ְִריתִ י תִ ש ְֹ֑מ ֹּר
너와 너의 자손 대대로, ()אַ תָ ה ְוז ְַרעֲָך ַאח ֲֶריָך לְד ֹּר ָֹּתָֽם
(10 절)
이것은 나와 너와 너의 자손이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다:
(שמְרּו בֵּינִי ּובֵּינֵּיכֶם ּובֵּין ז ְַרעֲָך ַאח ֶ ֲֹ֑ריָך
ְ ִ)ז ֹּאת ב ְִריתִ י ֲאשֶר ת
너희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הִּמֹול ָלכֶם כָל־זָכָ ָֽר
(11 절)
너희는 너희 포피에 할례를 받아라. ()ּונְ ַמלְתֶֶּ֕ ם אֵּת ְבשַר ע ְָרלַתְ ֶכֹ֑ם
이것은 나와 너 사이의 언약에 대한 표시이다. () ְו ָהי ָה לְאֹות ב ְִרית בֵּינִי ּובֵּינֵּיכֶ ָֽם
(12 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태어난지 8일 된 자는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יכֹ֑ם
ֶ ֵּ)ּובֶן־שְמֹּנַת יָמִים י ִּמֹול ָלכֶם כָל־זָכָר לְד ֹּר ֹּת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יְלִיד ָבי ִת
네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사람이든,
()ּו ִמ ְקנַת־ ֶכסֶף מִכ ֹּל בֶן־נֵּכָר ֲאשֶר ֹלא מִ ָֽז ְַרעֲָך הָּֽוא
(13 절)
네 집에서 태어난 사람과 네 돈으로 산 사람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이다.
()הִּמֹול י ִּמֹול יְלִיד בֵּיתְ ָך ּו ִמ ְקנַת ַכס ֶ ְֹ֑פָך
그러면, 나의 언약이 너희 살에 영원한 언약으로 있을 것이다.
() ְו ָהי ְתָ ה ב ְִריתִ י ִב ְבש ְַרכֶם ִלב ְִרית עֹולָ ָֽם
(14 절)
그의 포피에 할례를 받지 않아 포피를 가진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 ְוע ֵָּרל זָכָר ֲאשֶר ֹלָֽא־י ִּמֹול אֶת־ ְבשַר ע ְָרלָתֹו ְונִכ ְְרתָ ה ַהנֶפֶש ַההִוא ֵּמע ֶ ַֹּ֑מי ָה
그는 나의 언약을 배반한 것이다. ()אֶת־ב ְִריתִ י הֵּפַ ָֽ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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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인 언약을 선포하신 하나님은 이제 다시 그와 그의 자손 그의 집에 거하는 남자
들 모두가 행해야 할 의무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다름 아닌 할례입니다. 왜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에
게 할례를 행해야 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닌 백성들이라는 표식이 할례였기 때문입니
다. 그들은 그 할례를 함으로써 늘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임을 확인하여야 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의 문학적 구조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A: 너는 나의 언약을 지켜야 한다 (9)
B: 나와 너와 너의 자손들이 지켜야할 나의 언약이다 (10상)
C: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10하)
D: 너희 표피에 할례를 받아라 (11상)
D’: 할례는 너와 나사이의 언약에 대한 표시이다 (11하)
C’: 누구든지 너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아라 (12 – 13상)
B’: 나의 언약이 너의 살에 영원한 언약으로 있을 것이다 (13 하)
A: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14)
할례는 의무입니다.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할례는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언약의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의 유대인들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할례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구
약의 할례는 표피는 베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할례를 마음에 받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찢어지고 그 틈으로 그리스도가 들어 오는 것이 할례입니다. 그리고 육신에 한 할례가 죽을
때까지 흔적이 남은 것 처럼 그리스도가 찢고 들어온 마음에도 영원한 흔적이 남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 그의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
이방중에서 돈으로 산 모든 사람들은 남자들이라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아브
라함의 집에 속한 모든 남자들을 언약을 지켜야할 범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혈통에 의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집에 합법적으로 속하면 그를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
지 입니다.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
3:28-29).
구약의 ‘아브라함의 집’은 신약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아브라함의 자
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자라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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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할례에 대해 좀더 깊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할례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약의 할례가 남자의 표피를 잘라 살에 흔적을 남기는 것이라면 신약의 할례는 마
음에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할례가 옴으로써 구약의 할례는 더 이상 효력이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그들도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들이 몸
에 할례를 받는 것은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나타내는 증거이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근거
는 아닙니다. 먼저 스데반의 설교의 일부를 읽어 보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
희도 하는도다” (행 7:51).
스데반의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육체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그들에게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유대
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철저하게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목이 곧고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구제적으로 누구라 생각을합니까?

사도바울은 로마서에서 할례를 받는 사안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
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찌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롬 2:28-29).
사도바울은 할례를 어디에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당신은 마음에 할례가 있습니까? 무엇으
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기서 사도바울의 이야기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11절을 읽으십시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
례니라 (골 2:11).
사도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
도의 할례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지 당신이 생각하는 바를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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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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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래가 사라가 되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17:15~22) [1]
15.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16.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
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 아브라함이 엎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
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18.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0.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
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열 두 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21.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22.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원어해석하기
(15 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וַי ֹּאמֶר אֱֹלהִים אֶל־ַאב ְָרהָם
네 아내 사래, 그녀의 이름을 사래라고 하지 말라. (שמָּה ש ָ ָֹ֑רי
ְ )ש ַָרי ִאשְתְ ָך ֹלא־תִ ק ְָרא אֶת־
그녀의 이름은 사라이다. ()כִי ש ָָרה שְמָ ָּֽה
(16 절)
내가 그녀에게 복을 줄 것이다. ()ּוב ֵַּרכְתִ י א ֹּתָ ּה
또한 내가 너에게 그녀로 부터 태어난 아들을 줄 것이다. () ְוגַם נָתַ תִ י ִמ ֶּמנָה לְָך ֵּ ֹ֑בן
내가 그녀에게 복을 줄 것이다. ()ּובֵּ ַָֽרכְתִ י ָה
그녀는 민족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민족의 왕들은 그녀로 부터 나올 것이다.
()וְהָ ָֽי ְתָ ה לְגֹוי ִם ַמ ְלכֵּי ַעּמִים ִמ ֶּמנָה י ִ ְהיָּֽו
(17 절) 아브라함이그의 얼굴을 떨구고 (엎드리고), 웃었습니다. () ַוי ִפ ֹּל ַאב ְָרהָם עַל־ ָפנָיו ַויִצ ָ ְֹ֑חק
그가 마음 속으로 말했습니다. ()וַי ֹּאמֶר ְבלִבֹו
100 세가 된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שנָה י ִ ָּולֵּד
ָ ) ַה ְלבֶן מֵּאָ ָֽה־
90세가 된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고요? (שנָה תֵּ לֵּ ָֽד
ָ שעִים
ְ ִ) ְואִם־ש ָָרה ֲהבַת־ת
(18 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להים
ֹ֑ ִ )וַי ֹּאמֶר ַאב ְָרהָם אֶל־ ָהא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ש ָמעֵּאל י ִ ְחי ֶה ְלפָנֶ ָֽיָך
ְ ִ )לּו י
(19 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וַי ֹּאמֶר אֱֹלהִים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 ֲאבָל ש ָָרה ִאשְתְ ָך יֹּלֶדֶ ת לְָך בֵּן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 ְוק ָָראתָ אֶת־שְמֹו יִצ ָ ְֹ֑ח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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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와 나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 ַו ֲהקִמ ֹּתִ י אֶת־ב ְִריתִ י אִתֹו
그의 자손을 향한 영원한 언약으로서, () ִלב ְִרית עֹולָם ְלז ְַרעֹו ַאח ָ ֲָֽריו
(20 절)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들었으므로, (ש ַמעְתִ יָך
ְ ש ָמעֵּאל
ְ ִ ) ָּֽו ְלי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 ִהנֵּה ב ֵַּרכְתִ י א ֹּתֹו
내가 그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 ְו ִהפ ְֵּריתִ י א ֹּתֹו
내가 그를 매우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 ְוה ְִרבֵּיתִ י א ֹּתֹו ִבמְא ֹּד מ ְֹ֑א ֹּד
그가 12 왕자를 낳을 것이다. (שנֵּים־ ָעשָר נְשִיאִם יֹולִיד
ְ )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ונְתַ תִ יו לְגֹוי גָדָֽ ֹול
(21 절)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 ְואֶת־ב ְִריתִ י ָאקִים אֶת־יִצ ָ ְֹ֑חק
1년 뒤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아이인,
(ַָאח ֶָֽרת
ֶ שנָה ה
ָ ) ֲאשֶר תֵּ לֵּד לְָך ש ָָרה לַּמֹועֵּד ַהזֶה ַב
(22 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아브라함으로 부터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 ַויְכַל לְדַ בֵּר א ִֹ֑תֹו ַויַעַל אֱֹלהִים ֵּמעַל ַאב ְָרהָ ָֽם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아브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은 이
제 다시 아브라함에게 새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래를 더 이상 사래라 부르지 말고
‘사라’라 부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지요. ‘사래’가 ‘사라’가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아들이 태어난다고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과 언약을 세울 것이라고 말씀하
십니다. 이 말씀은 인류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수령이 됩니다. 우리는 두 회에 걸쳐 이 말씀의 의
미를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절을 읽으십시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의 이름이 더 이상 사래가 아니고 사라라고 말
씀하십니다. 이름을 고치시는 것입니다. 이름은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의 이
름을 아브라함으로 고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꾸시면서 바로 뒤에 자손
과 관련된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바꾸심으로 본격적으로 그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16 절을 읽으십시요. 16 절은 아주 짧지만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A: 내가 그녀에게 복을 줄 것이다.
B: 내가 너에게 그녀로부터 태어난 아들을 줄 것이다.
A: 내가 그녀에게 복을 줄 것이다.
B’: 그녀는 민족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민족의 왕들은 그녀로 부터 나올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래는 불임이었습니다. 원래부터 불임이라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었습니다 (창 11:30 참조). 그녀는 자신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할지라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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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아브라함도 모두 이미 알고 있었고 아이에 대한 기대는 이미 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런데 하
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녀에게 복을 줄 것이며 그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
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약속을 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인간의 생물학적인 능력이 아닌 전적
인 하나님의 은혜로 아이를 갖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도 마찬가
지입니다. 인간들은 자신들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
다는 의미는 우리들이 우리의 능력을 더 이상 의지 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서는 어떠한 의
도 나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무력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경험을 간
단하게 적어보십시요. (하나님의 첫사랑를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은 신앙성장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의 내용은 아브라함을 향한 것과 사라를 행한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브
라함을 향한 복은 무엇이며 사라를 향한 복은 무엇입니까? (창 17:16에서 찾아보세요)
아브라함을 향한 복:
사라를 향한 복:

사라를 향한 복을 정리하면 그녀는 민족들이 어머니가 될 것이고 민족들의 왕들이 그녀로부터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도바울은 이 사라를 하갈과 비교하면서 ‘자유’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인간적인 노력들, 율법의 행위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갈라디아서 4:21 ~ 28을 읽으시고
어떻게 사라에 대한 이 예언이 당신에게 이루어졌는지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21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22 기록된바 아브라함이 두 아
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나 23 계집 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24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25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26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
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27 기록된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
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28 형제들아 너희
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 4: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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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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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과 언약을 세울 것이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17:17~22) [2]
15.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16.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
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17. 아브라함이 엎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
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18.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19.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20.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
게 번성케 할지라 그가 열 두 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21.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22.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원어해석하기
(15 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וַי ֹּאמֶר אֱֹלהִים אֶל־ַאב ְָרהָם
네 아내 사래, 그녀의 이름을 사래라고 하지 말라. (שמָּה ש ָ ָֹ֑רי
ְ )ש ַָרי ִאשְתְ ָך ֹלא־תִ ק ְָרא אֶת־
그녀의 이름은 사라이다. ()כִי ש ָָרה שְמָ ָּֽה
(16 절)
내가 그녀에게 복을 줄 것이다. ()ּוב ֵַּרכְתִ י א ֹּתָ ּה
또한 내가 너에게 그녀로 부터 태어난 아들을 줄 것이다. () ְוגַם נָתַ תִ י ִמ ֶּמנָה לְָך ֵּ ֹ֑בן
내가 그녀에게 복을 줄 것이다. ()ּובֵּ ַָֽרכְתִ י ָה
그녀는 민족들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민족의 왕들은 그녀로 부터 나올 것이다.
()וְהָ ָֽי ְתָ ה לְגֹוי ִם ַמ ְלכֵּי ַעּמִים ִמ ֶּמנָה י ִ ְהיָּֽו
(17 절) 아브라함이그의 얼굴을 떨구고 (엎드리고), 웃었습니다. () ַוי ִפ ֹּל ַאב ְָרהָם עַל־ ָפנָיו ַויִצ ָ ְֹ֑חק
그가 마음 속으로 말했습니다. ()וַי ֹּאמֶר ְבלִבֹו
100 세가 된 사람이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שנָה י ִ ָּולֵּד
ָ ) ַה ְלבֶן מֵּאָ ָֽה־
90세가 된 사라가 아이를 낳는다고요? (שנָה תֵּ לֵּ ָֽד
ָ שעִים
ְ ִ) ְואִם־ש ָָרה ֲהבַת־ת
(18 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להים
ֹ֑ ִ )וַי ֹּאמֶר ַאב ְָרהָם אֶל־ ָהא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ש ָמעֵּאל י ִ ְחי ֶה ְלפָנֶ ָֽיָך
ְ ִ )לּו י
(19 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וַי ֹּאמֶר אֱֹלהִים
아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 ֲאבָל ש ָָרה ִאשְתְ ָך יֹּלֶדֶ ת לְָך בֵּן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 ְוק ָָראתָ אֶת־שְמֹו יִצ ָ ְֹ֑ח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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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그와 나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 ַו ֲהקִמ ֹּתִ י אֶת־ב ְִריתִ י אִתֹו
그의 자손을 향한 영원한 언약으로서, () ִלב ְִרית עֹולָם ְלז ְַרעֹו ַאח ָ ֲָֽריו
(20 절)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들었으므로, (ש ַמעְתִ יָך
ְ ש ָמעֵּאל
ְ ִ ) ָּֽו ְלי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 ִהנֵּה ב ֵַּרכְתִ י א ֹּתֹו
내가 그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 ְו ִהפ ְֵּריתִ י א ֹּתֹו
내가 그를 매우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 ְוה ְִרבֵּיתִ י א ֹּתֹו ִבמְא ֹּד מ ְֹ֑א ֹּד
그가 12 왕자를 낳을 것이다. (שנֵּים־ ָעשָר נְשִיאִם יֹולִיד
ְ )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ונְתַ תִ יו לְגֹוי גָדָֽ ֹול
(21 절)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 ְואֶת־ב ְִריתִ י ָאקִים אֶת־יִצ ָ ְֹ֑חק
1년 뒤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낳을 아이인,
(ַָאח ֶָֽרת
ֶ שנָה ה
ָ ) ֲאשֶר תֵּ לֵּד לְָך ש ָָרה לַּמֹועֵּד ַהזֶה ַב
(22 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아브라함으로 부터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 ַויְכַל לְדַ בֵּר א ִֹ֑תֹו ַויַעַל אֱֹלהִים ֵּמעַל ַאב ְָרהָ ָֽם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어제에 이어 계속되는 말씀입니다.
17 절과 18절을 읽으십시오. 이 두 절에는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마음
속으로 생각한 것이고 (17절) 다른 하나는 자신의 마음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나님께 고백한 것입니
다 (18절). 아브라함의 반응을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으로 볼 때 그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15장 6절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겼
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15장에서 하나님을 믿은 것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으면서
마음 속으로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어떠한 차이가 있습니까?

그에게는 이미 아들인 이스마엘이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자신의 씨로 아들을 갖게 되면 된다
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최초로 자신이 믿었던 그 믿음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한 것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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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이스마엘을 갖게 된 이후 그의 아내 사라는 더더욱 절망적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
이를 낳을 수 있는 증거인 생리현상마져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에게 드는
자연스런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생각을 집약한 것이 18절입니다. 18절을 다시 읽으시고 당
시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왜 이런 말을 하였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가 믿음이 없
는 사람이라고 비판하지 마십시요.)

19 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다시 사래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을 확약하십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충고이기도합니다. 19절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정
리하시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 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의존했습니다. 그를 상속자로 생각했음이 틀림이 없습
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첫아들 이스마엘에 대해 아주 단호한 예언을 내리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
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약속의 의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1 절을 읽으십시오.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약
속의 자녀는 하나님과의 직접적 언약관계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약속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약속을 받았습니까? (이 약속은 개인적인 체험과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당신이 자녀임을 증거하십니까? 무엇으로 당신은 당신이 하나님 자녀임을 입
증하고 있습니까? 잠시 생각을 정리해서 간단하게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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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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17:23~27)
23.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24.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때는 구십구세이었고
25.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십삼세이었더라
26.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27.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원어해석하기
(23 절)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그의 돈으로 산 모든 사람,
즉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ש ָמעֵּאל בְנֹו ְואֵּת כָל־יְלִידֵּ י בֵּיתֹו ְואֵּת כָל־ ִמ ְקנַת ַכסְפֹו כָל־זָ ֶָּ֕כר בְַאנְשֵּי בֵּית ַאב ְָר ָ ֹ֑הם
ְ ִ ) ַויִקַח ַאב ְָרהָם אֶת־י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에 따라 바로 그 날, 그는 그들의 포피를 베었습니다.
() ַויָמָל אֶת־ ְבשַר ע ְָרלָתָ ם ְב ֶעצֶם הַיֹום ַהזֶה ַכ ֲאשֶר דִ בֶר אִתֹו אֱֹלהִ ָֽים
(24 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베었을 때, 그는 99세였습니다.
(שעִים וָתֵּ שַע ש ָָנֹ֑ה ְבהִּמ ֹּלֹו ְבשַר ע ְָרלָתָֽ ֹו
ְ ִ)וְַאב ְָרהָם בֶן־ת
(25 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베었을 때, 그는 13세였습니다.
(ש ָמעֵּאל בְנֹו בֶן־שְֹלש ֶעש ְֵּרה ש ָָנֹ֑ה ְבהִּמ ֹּלֹו אֵּת ְבשַר ע ְָרלָתָֹֽו
ְ ִ ) ְוי
(26 절) 바로 그 날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 ְב ֶעצֶם הַיֹום ַהזֶה נִּמֹול ַאב ְָר ָ ֹ֑הם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받았습니다. (ש ָמעֵּאל ְבנָֹֽו
ְ ִ ) ְוי
(27절) 그의 집의 모든 남자들, 즉 집에서 태어난 자들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사온 자들은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 ְוכָל־ַאנְשֵּי בֵּיתֹו יְלִיד ָבי ִת ּו ִמ ְקנ ַת־ ֶכסֶף ֵּמאֵּת בֶן־נ ָ ֵֹּ֑כר נ ִּמ ֹּלּו אִתָֽ ֹו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하나님은 다시한번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
적이지 못했습니다.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만 있었을 뿐 언제 어떻게 그 언약을 성취할 지를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체
적인 설명은 아브라함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1년뒤에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
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하시고는 하나님은 아브람을 떠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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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본문은 그 이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먼저 23절과
26 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은 언제 할례를 행했습니까?

23 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하기 위해 그 집에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하는 곳으로] 데
리고 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누구누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7 장 11 절에서 이미 말한 바와 같이 할례는 언약의 표식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녔다는
의미입니다. 문제는 이스마엘입니다. 신약에 와서 이스마엘은 율법의 상징, 속박의 상징으로 나옵니
다. 그는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는 육신으로 나은 아이입니다. 하나님은 한번도 아스마엘과 개
인적으로 언약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개인적인 언약도 없는 이들이 언약의 표식을
자신의 몸에 지니고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를 주었을까요?

할례는 구약의 관점과 신약의 관점에서 구분하여 읽어야 합니다. 구약성경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이
라고 모두가 약속의 자녀라 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34장에서는 야곱의 아들들이 히위족속의 족장
하몰의 아들 세겜이 자신의 여동생 디나를 욕보인 문제로 그들을 속이고 히위족속 마을 남자들을 모
두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한 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죄가 됩니다.
또한 이방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회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유월절음식을 먹고 함께 지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할례를 받아야 할 것을 명합니다 (출 12:43~51참조). 이같은 명령은 이스라엘 백성들
의 정체성과 그들의 언약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지 이방인들이 그렇게 함으로서 유대인이 된다는 의
미는 아닙니다. 결국 할례를 받는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할례의 의미를 생각한 후 이스마엘을 비롯한 아
브라함의 집에 저주하던 모든 사람들의 할례의 의미를 다시 정리해 보십시요.

16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24 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은 몇 살 때 할례를 받았습니까?

아브라함은 99 세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는 일년 후 아이를 낳게 됩니다. 결국 할례를 받은 후에야
아내 사라의 태가 열리게 되고 아내가 임신하게 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언약을 충실히 이행해서 그렇다고 생각할 수도 있
을 것입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게 된 것과 할례와 깊은 상관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아니요). 그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시대에 들어 오면서 할례는 초대교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상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바와
같이 사도들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유대인의 정체성을 고집하였습니다. 사도바울은 이방인의 사도
로써 그의 사역 내내 이방인의 할례문제와 싸워야 했습니다. 그는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 할례
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10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
니라 할례시니라 11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
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 또한 할례자의 조
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
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13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
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롬 4:9-13).
할례는 언약이 아니라 언약의 표식입니다. 언약은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짐승이 쪼개져 하나님의 횃
불이 그 사이을 지나감으로 이미 체결되었습니다. 따라서 할례는 그러한 언약을 잊지 말도록 하는 표
입니다. 그 표가 우리 안에 있는 약속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다니면서 수 많은 할례와 같은 표식들을 지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외에 자신이 하
나님 자녀임을 증명하고자 하는 많은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절기들이 늘어나고 각종 의무들이 늘어
나면서 그 의무를 행하는 것이 곧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신
앙생활을 하는데 있어 자신을 얽어 매는 율법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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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삶에 적용하여야 할 하나님의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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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천사를 대접하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창 18:1~8)
1.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2.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
며 몸을 땅에 굽혀
3.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4.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5.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
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6.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
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7.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
리한지라
8. 아브라함이 뻐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 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아래
모셔 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원어해석하기
(1 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 ַוי ֵָּרא ֵּאלָיו י ְה ָ֔ ָוה ְבאֵֹּלנֵּי ַממ ֵּ ְֹ֑רא
그는 하루 중 더운 때 장막의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וְהּוא יֹּשֵּב פֶתַ ח־הָאֹּהֶל כְח ֹּם הַיֹום
(2 절) 그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그의 맞은 편에 서 있는 3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שים נִ ָצבִים ע ָָלֹ֑יו
ִ ָ֔ ָ) ַויִשָא עֵּינָיו ַו ַָ֔י ְרא ְו ִהנֵּה שְֹלשָה ֲאנ
그는 그들을 보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장막의 문에서 달려나갔고, 땅에 몸을 굽혔습니다.
(ָארצָה
ְ ) ַוי ְַרא ַוי ָָרץ ִלק ְָראתָ ם ִמפֶתַ ח ה ָָ֔א ֹּהֶל ַויִשְתַ חּו
(3 절) 그가 말했습니다. (ֹּאמר
ֹ֑ ַ )וַי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면, 제발 당신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 אֲדֹּנָי אִם־נָא ָמצָאתִ י חֵּן ְבעֵּי ֶָ֔ניָך ַאל־נָא תַ עֲב ֹּר ֵּמעַל ַעבְדֶ ָך
(4 절)
물을 조금 가져올 것이니, ()יֻקַח־נָא ְמעַט־ ַָ֔מי ִם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יכֹ֑ם
ֶ )ו ְַרחֲצּו ַרגְל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שעֲנּו תַ חַת ָהעֵּץ
ָ ) ְו ִה
(5 절)
제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으니, () ְו ֶא ְקחָה פַת־ ֶלחֶם
당신들의 기운을 차리고 난 후에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 ְו ַסעֲדּו ִל ְבכֶם ַאחַר תַ ע ֲָ֔ב ֹּרּ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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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כִי־עַל־כֵּן ֲעב ְַרתֶ ם עַל־ ַעבְדְ ֶכֹ֑ם
그들이 말했습니다. ()וַי ֹּאמ ְָ֔רּו
네가 말한대로 그렇게 하라. ( ָ)כֵּן תַ ֲעשֶה ַכ ֲאשֶר דִ ב ְַרת
(6 절) 아브라함이 급하게 장막 안에 있는 사라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 ַוי ְ ַמהֵּר ַאב ְָרהָם הָא ֹּ ֱהלָה אֶל־ש ָ ָֹ֑רה וַי ֹּאמֶר
속히 고운 가루 3 스아로 반죽하고, 떡을 만들어라.
() ַמה ֲִרי שְֹלש ְסאִים ֶקמַח ָ֔ס ֹּלֶת לּושִי ַו ֲעשִי עֻגֹות
(7 절) 또한 아브라함은 가축에게 달려갔습니다. () ְואֶל־ ַה ָבקָר ָרץ ַאב ְָר ָ ֹ֑הם
그는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었습니다.
() ַויִקַח בֶן־ ָבקָר ַרְך וָטֹוב ַוי ִתֵּ ן אֶל־ ַה ַָ֔נעַר
하인은 급히 음식을 요리했습니다. () ַוי ְ ַמהֵּר ַלעֲשֹות א ֹּתֹו
(8 절) 아브라함은 버터와 우유와 요리된 송아지를 가져다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יהם
ָ ָ֔ ) ַויִקַח ֶחמְָאה ְו ָחלָב ּובֶן־ ַה ָבקָר ֲאשֶר ָע
ֹ֑ ֶ שה ַוי ִתֵּ ן ִל ְפנ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 있는 그들 앞에 서 있었고, 그들은 먹었습니다.
()וְהּוא־עֹּמֵּד ֲעלֵּיהֶם תַ חַת ָהעֵּץ וַי ֹּאכֵּלּו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은 반복해서 선언됩니다.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습니다. 이
번에는 아브라함에게는 언약을 재확인해주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과
두 천사가 아브라함을 찾아 오신 목적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을 것에 대한 확약 (창 18:1 – 15)과 동
시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롯을 완전히 아브라함으로부터 분리시키고자 합입니다 (창 18:16
– 19:38).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 오신 전체 이야기의 서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오늘의 본문
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 오심 (1 상)
B: 아브라함이 하나님 일행을 맞이함 (1 하 – 2)
C: 아브라함의 간청 (3 – 5 상)
C’: 하나님의 수락 (5하)
B’: 아브람이 하나님 일행을 위한 음식을 준비함 (6 – 7)
A’: 하나님 일행이 음식을 드심 (8)
먼저 1절과 2절을 읽으십시오. 하루 중 더운 때에 아브라함이 장막 문 앞에서 앉아 있는데 여호와께
서 나타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호와의 등장은 매우 색다르게 보입니다. 성경은 세명
의 남자가 나타났다고 말슴하십니다. 이것을 보고 섣불리 삼위일체를 연상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
과 두명의 천사 (19:1 참조)로 이해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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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이 하나님의 등장은 환상도 아니고 꿈도 아니고 천사들을 보
낸 것도 아닙니다.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신
일이라고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에 대한 언약을 재확인 하는 일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직접 사
람의 모습으로 그에게 나타났다고 생각하십니까?

3 절에서 아브라함은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면”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한글 성
경은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다면”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과 창세기 6장 8 절말씀과 창세
기 19장 19 절을 읽으십시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습니다” ()נ ֹּ ַח ָמצָא חֵּן ְבעֵּינֵּי י ְהוָה. (창 6:8)
“보세요. 당신의 종이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받았고당신은 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행하시는 큰 은혜
를 베푸셨습니다” (( ) ִהנֵּה־נָא ָמצָא ַעבְדְ ָך חֵּן ְבעֵּינֶיָך וַתַ גְדֵּ ל ַחסְדְ ָך אֲשֶ ר עָשִ יתָ עִּמָ דִָ֔ י ְל ַהחֲיֹות אֶ ת־נַפ ִ ְֹ֑שי창 19:19)
여기서 말씀하시는 은혜의 의미를 자신의 말로 적어보세요.

은혜를 입었다는 표현은 그들이 하나님의 눈에서 진노의 심판이 아닌 은혜를 발견한 것입니다. 은혜
를 입었다는 말의 의미는 그들이 의롭게 행해서 당연히 받을 처우를 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
님이 그들이 비록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은혜란
인간들이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베품입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자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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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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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창 18:9~15)
9.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10.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
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11.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12.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15. 사라가 두려워서 승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
었느니라

원어해석하기
(9 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וַי ֹּאמְרּו ֵּא ָָ֔ליו
너의 아내 사라는 어디에 있느냐? (ְתָך
ֹ֑ ֶ ) ַאי ֵּה ש ָָרה ִאש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וַי ֹּאמֶר
그녀는 장막안에 있습니다. () ִהנֵּה בָאֹּהֶל
(10 절) 그(여호와)가 말했습니다. ()וַי ֹּאמֶר
내가 반드시 너에게 1 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שֹוב אָשּוב ֵּאלֶיָך ָכעֵּת ַח ָָ֔יה
보라.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תָך
ֹ֑ ֶ ) ְו ִהנֵּה־בֵּן ְלש ָָרה ִאש
사라는 그 뒤에 있는 장막 문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 ְוש ָָרה ש ֹּ ַמעַת פֶתַ ח הָאֹּהֶל וְהּוא ַאח ֲָריו
(11 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וְַאב ְָרהָם ְוש ָָרה זְ ֵּק ִָ֔נים ָבאִים ַבי ִ ָֹ֑מים
사라의 생리는 끊어졌습니다. ()חָדַ ל ִלהְיֹות ְלש ָָָ֔רה א ַֹּרח ַכנָשִים
(12 절)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אמ ֹּר
ֹ֑ )וַתִ ְצחַק ש ָָרה ְבק ְִרבָּה ל
내가 노쇠한 이후에, ()ַאח ֲֵּרי בְֹלתִי
내가 무슨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겠는가? () ָהי ְתָ ה־לִי עֶדְ ָָ֔נה
내 주인도 늙었도다. ()וַאדֹּנִי זָ ֵּקן
(13 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וַי ֹּאמֶר י ְהוָה אֶל־ַאב ְָר ָ ֹ֑הם
왜 사라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느냐? () ָלּמָה זֶה ָצ ֲחקָה ש ָָרה לֵּאמ ֹּר
“내가 정말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나는 늙었다.”
()הַַאף ֻא ְמנָם ֵּאלֵּד ַו ֲאנִי זָ ַקנְתִ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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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 ֲהי ִ ָפלֵּא ֵּמי ְהוָה דָ ָ ֹ֑בר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לַּמֹועֵּד אָשּוב ֵּאלֶיָך
1년 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 ָכעֵּת ַחי ָה ּו ְלש ָָרה בֵּן
(15 절) 사라가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וַתְ ַכחֵּש ש ָָרה לֵּאמ ֹּר
나는 웃지 않았습니다. ()ֹלא ָצ ַחקְתִי
왜냐하면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כִי י ֵּ ָֹ֑רָאה
그러나 여호와는 말했습니다. ()וַי ֹּאמֶר
아니다. 너는 웃었다. ( ְ)ֹלא כִי ָצ ָחקְת
(14 절)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이제 하나님은 아들에 대한 최후의 언약을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하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그 언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너무 어이없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녀는 이미 생리가 끊어
진 상태였습니다. 원래 불임인데다가 생리마져 끊어져 더이상 임신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
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A: 사라가 어디에 있느냐? (9 절)
B: 1년뒤에 돌아 올 것이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10 절)
C: 아브라함과 사라는 늙었고 사라의 생리는 끊어졌습니다 (11절)
D: 사라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12절)
D’: 왜 사라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느냐? (13절)
C: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14상)
B’: 기한이 되면 내가(하나님이) 돌아올 것이다. 1년 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A: 사라가 웃었느니라 (15절)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사라의 반응을 중심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일행
이 사라가 어디 있느냐고 묻자 아브라함이 그가 장막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곧바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선포하십니다. 10절을 읽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 두가지를 적
어 보십시오.

11 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적인 문제가 기술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
며, 그들의 상태에서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가능한 일이이라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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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나님은 이들이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전혀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아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
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이들이 임신이 가능한 시기에 아이를 갖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저히 임신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나타나셔서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근본
적인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12 절을 읽으십시오.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노쇠한 이후에 내가 무슨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겠
는가?”라고 반문을 합니다. 왜 그녀가 속으로 웃으며 이런 의문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13 절과 14 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반응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왜 사라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왜 사라가 자신이 아들을 가질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느
냐?”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사라를 통해 아들이 있을 것에 대한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한 것입
니다 (창 17:15 – 22). 그런데 사라는 전혀 그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 스스로
도 믿지 못해 사라에게 소식을 알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런 질
문을 던지시는 것입니다.

13 절에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수사적 질문은 여호와는 모든 것이 가능하
다라는 의미를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종종 이 하나님의 전지전능 하심을 이용하여 현
재 자신이 처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많은 경우
기도하는 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것을 종종봅니다. 병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 기도를 해도 그 환자들
이 낫지를 않고 심지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합니다. 사업에 실패를 하기도 하고 아이들 문제로 힘들어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호와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명제는 진리입니다. 그렇다
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이 명제사이의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고 만약 주위에서 그런 기도요청이 온다면 당신은 어떻게 반응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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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18:16~21)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
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20.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21.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
고 알려하노라
16.
17.
18.
19.

원어해석하기
(16 절)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어나, 소돔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שקִפּו עַל־ ְפנֵּי ס ְֹ֑ד ֹּם
ְ ַ שים ַוי
ִ ָ֔ ָ) ַויָקֻמּו ִמשָם ָה ֲאנ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ש ְלחָם
ַ )וְַאב ְָר ָָ֔הם הֹּלְֵּך ִעּמָם ְל
(17 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אמר
ֹ֑ ָ )וַיהֹּוָ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인가?
() ַה ְמ ַכסֶה ֲאנִי מֵַּאב ְָר ָָ֔הם ֲאשֶר ֲאנִי עֹּשֶה
(18 절)
아브라함은 반드시 위대하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וְַאב ְָר ָָ֔הם הָיֹו י ִ ְהי ֶה לְגֹוי גָדֹול ְוע ָֹ֑צּום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ארץ
ֶ ) ְונִב ְְרכּו ָ֔בֹו כ ֹּל גֹוי ֵּי ה
(19 절)
내가 그를 선택하였다. ()כִי י ְדַ עְתִ יו
그가 그의 자식과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하게 하기 위해서,
() ְל ַמעַן ֲאשֶר י ְ ַצּוֶה אֶת־ ָבנָיו ְואֶת־בֵּיתֹו ַאח ֲָָ֔ריו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도록),
(שמְרּו דֶ ֶרְך י ְה ָ֔ ָוה ַלעֲשֹות צְדָ קָה ּו ִמש ְָפֹ֑ט
ָ )ו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 ְל ַמעַן ָהבִיא י ְהוָה עַל־ַאב ְָר ָָ֔הם אֵּת ֲאשֶר־דִ בֶר ָעלָיו
(20 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וַי ֹּאמֶר י ְה ָ֔ ָו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
(ִי־רבָה ְו ַחטָאתָָ֔ ם כִי ָכבְדָ ה מְא ֹּד
ֹ֑ ָ )זַ ֲעקַת סְד ֹּם ַועֲמ ָֹּרה כ
(21 절) 내가 내려가서 보려고 한다. ()א ֲֵּרדָ ה־נָא ְוא ְֶר ֶָ֔אה
과연 나에게 들려온 부르짖음대로, 그들이 멸망해가고 있는지,
() ַה ְכ ַצ ֲעקָתָ ּה ַהבָָאה ֵּאלַי עָשּו כ ָָלֹ֑ה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내가 알려고 한다. () ְואִם־ֹלא אֵּדָ עָ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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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이제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서 다시 롯에게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
를 멸망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창세기 18장 16절부터 19장 19절까
지 이어집니다. 구약학자 Kenneth A. Mathews은 이 에피소드를 다음과 같은 교차배열구조로 설명하
고 있습니다.
A: 하나님 일행이 소돔을 바라 봄 (18:16)
B: 아브라함과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18:17 – 21)
C: 아브라함의 소돔을 위한 간청 (18:22 – 33)
D: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함 (19:1 – 3)
E: 천사들과 롯에 대한 소돔인들의 무례한 행동 (19: 4 – 11)
F:소돔을 멸망을 선포함 (19: 12 – 13)
E’: 롯의 사위들이 롯의 청을 거절함 (19:14)
D’: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을 떠남 (19:15 – 16)
C’: 롯이 소알로 가겠다고 간청함 (19:17 – 22)
B’: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함 (19:23 – 26)
A’: 아브라함이 소돔을 바라 봄 (19:27 – 28)
요약 (19:19)
전체 이야기의 구조를 살펴보면 가장 가운데 부분에 위치한 내용이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19: 12 – 13). 그 선포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선 16절의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그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일행과 아브라함은 함께 걷고 있었습
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일행를 배웅하기 위해 길을 나선 것입니다. 이는 통상적인 하나님의 나타나
심과 다르게 그려져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걸어 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나타났
다 사리지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이번에는 천사들과 함께 걷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17 절 ~ 19절 그리고 20절 ~ 21 절은 각각 한 묶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7절 시작부분과 20절 시
작 부분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게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굳이 단락을 지
은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내려지는 복과 소돔에 내려지는 멸망을 구분하여 대조하기 위해 사용한 기
법입니다.
먼저 17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인가?”라고 말씀하십니
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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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하나님은 인간인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시는 것일까요?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 해보
십시오.

18 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예언 두 가지를 적으십시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에 의해 이런 선택을 받을 만한 충
분한 조건을 아브라함이 갖추고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그 조건은 무엇
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 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20 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라고 말
씀하십니다. (많은 해석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대한’이
라는 전치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가 부르짖은 것들이 무엇이며 그들의 죄가 무엇일
까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는 롯이 살고 있습니다. 만약 롯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
셨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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