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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 간청하다 (주일)
오늘의 본문 (창 18:22 ~ 33)
22.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24. 그 성중에 의인 오십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
하시리이까
25.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
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26.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오십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
서하리라
27.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28. 오십 의인 중에 오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오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사십 오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29.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사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사십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30.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인을 찾으시면 어
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삼십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31.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이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
이까 가라사대 내가 이십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32.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십인을 찾으
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십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원어해석하기
(22 절)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떠나서 소돔으로 갔습니다. (שים ַויֵּלְכּו סְדמָּׁה
ִּ ִׁ֔ ָּׁ) ַויִּפְנּו ִּמשָּׁם ָּׁה ֲאנ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וְַאב ְָּׁר ִָּׁׁ֔הם עֹודֶ ּנּו עמֵּד ִּל ְפנֵּי י ְהוָּׁה
(23 절) 아브라함이 가까이 와서 말했습니다. () ַויִּגַש ַאב ְָּׁרהָּׁם וַיאמַ ר
정말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것입니까? (ִּם־רשָּׁע
ָּׁ )הַַאף תִּ ְס ִֶׁ֔פה צַדִּ יק ע
(24 절)
만약, 50 명의 의인이 그 도시에 있다면, ()אּולַי י ֵּש ֲח ִּמשִּים צַדִּ יקִּם בְתֹוְך הָּׁעִּ יר
정말로 멸하실 것입니까? ()הַַאף תִּ ְספֶה
그 곳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וְֹלא־תִּ שָּׁא ַלמ ִָּׁׁ֔קֹום
그 곳에 있는 50 명의 의인을 위해서라도, () ְל ַמעַן ֲח ִּמשִּים ַהצַדִּ יקִּם ֲאשֶר ְבק ְִּרבָּּׁה
(25절)
당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 ָּׁח ִּללָּׁה לְָ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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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일을 통해,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고, 의인을 악인과 같이 여기는 것은,
שע ְו ָּׁהי ָּׁה ַכצַדִּ יק כ ָָּּׁׁר ָּׁשע(
ִּם־ר ִׁ֔ ָּׁ
) ֵּמעֲשת כַדָּׁ בָּׁר ַהזֶה ְל ָּׁהמִּית צַדִּ יק ע ָּׁ
) ָּׁח ִּללָּׁה ִָּׁׁ֔לְך( 당신과 거리가 멉니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해야 하지 않습니까
שפָּׁט(
)הֲשפֵּט כָּׁל־ ָּׁה ִָּׁׁ֔א ֶרץ ֹלא י ַ ֲעשֶה ִּמ ְ
)וַיא ֶמר י ְה ִׁ֔ ָּׁוה( (26 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소돔 도시 안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אִּם־ ֶא ְמצָּׁא ִּבסְדם ֲח ִּמשִּים צַדִּ יקִּם בְתֹוְך הָּׁעִּ יר(
ֲבּורם( 그들을 위해서 그 모든 지역을 용서하겠다.
) ְונָּׁשָּׁאתִּי ְלכָּׁל־ ַהמָּׁקֹום ַבע ָּׁ
) ַויַעַן ַאב ְָּׁרהָּׁם וַיאמַ ר( (27 절) 아브라함이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보소서. 비록 나는 티끌과 재이나, 내 주께 감히 말하기 원합니다.
) ִּהּנֵּה־נָּׁא הֹוַאלְתִּ י לְדַ בֵּר אֶל־אֲד ִָּׁׁ֔ני וְָאנכִּי ָּׁעפָּׁר ָּׁו ֵּאפֶר(
שה( (28 절) 만약 의인 50 명에 5 명이 부족하다면,
)אּולַי י ַ ְחסְרּון ֲח ִּמשִּים ַהצַדִּ יקִּם ֲח ִּמ ִׁ֔ ָּׁ
שחִּית ַב ֲח ִּמשָּׁה אֶת־כָּׁל־הָּׁעִּ יר( ?5명 때문에 온 도시를 멸하실 것입니까
)הֲתַ ְ
) ַויאמֶר(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약 그 곳에서 45 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을 것이다.
ַאר ָּׁבעִּים ַו ֲח ִּמשָּׁה(
שם ְ
ש ִִּׁ֔חית אִּם־ ֶא ְמצָּׁא ִׁ֔ ָּׁ
)ֹלא ַא ְ
)וַיסֶף עֹוד לְדַ בֵּר ֵּאלָּׁיו וַיא ִַׁ֔מר( (29 절) 아브라함은 또 다시 그에게 말했습니다.
ַארבָּׁעִּ ים( ?만약 그 곳에서 40 명을 찾으신다면요
)אּולַי י ִּ ָּׁמצְאּון שָּׁם ְ
)וַיאמֶר(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אר ָּׁבעִּים( 그 40명으로 인하여, 멸하지 않을 것이다.
שה ַבעֲבּור ה ְ
)ֹלא ֶא ֱע ִׁ֔ ֶ
)וַיאמֶר( (30 절)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אל־נָּׁא יִּחַר לַאדנָּׁי ַואֲדַ ִֵּׁ֔ב ָּׁרה(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아뢰는 것을 허락하소서.
ְֹלשים( ?만약 30 명을 찾으신다면요
)אּולַי י ִּ ָּׁמצְאּון שָּׁם ש ִּ
)וַיאמֶר(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그 곳에서 30 명을 찾는다면, 멸하지 않을 것이다.
שה אִּם־ ֶא ְמצָּׁא שָּׁם שְֹלשִּים(
)ֹלא ֶא ֱע ִׁ֔ ֶ
)וַיאמֶר( (31 절)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 ִּהּנֵּה־נָּׁא הֹוַאלְתִּ י לְדַ בֵּר אֶל־אֲד ִָּׁׁ֔ני( 내 주께 감히 말하기를 원합니다.
)אּולַי י ִּ ָּׁמצְאּון שָּׁם ֶעש ְִּרים( ?만약 그곳에서 20명을 찾으신다면요
)וַיאמֶר(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ש ִִּׁ֔חית ַבעֲבּור ָּׁה ֶעש ְִּרים( 그 20명으로 인하여, 멸하지 않을 것이다.
)ֹלא ַא ְ
)וַיאמֶר( (32 절)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내 주여, 노하지 마시고, 한번만 더 아뢰는 것을 허락하소서.
)ַאל־נָּׁא יִּחַר לַאדנָּׁי ַואֲדַ ב ְָּׁרה אְַך־ ַה ִַׁ֔פעַם(
שם ֲעש ָָּּׁׁרה( ?만약 그 곳에서 10 명을 찾는다면요
)אּולַי י ִּ ָּׁמצְאּון ָּׁ
)וַיאמֶר(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ש ִִּׁ֔חית ַבעֲבּור ָּׁה ֲעש ָָּּׁׁרה( 그 10명으로 인하여, 멸하지 않을 것이다.
)ֹלא ַ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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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가셨습니다.
() ַויֵּלְֶך י ְה ִׁ֔ ָּׁוה ַכ ֲאשֶר ִּכ ִָּׁׁ֔לה לְדַ בֵּר אֶל־ַאב ְָּׁרהָּׁ ם
아브라함도 그의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וְַאב ְָּׁרהָּׁם שָּׁב ִּלמְקמֹו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자신들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밝힌 하나님 일행은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해 소돔으로 향합니다. 그러
자 아브라함이 갑자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를 언급하면서 만약에 악인
을 심판하는데 의인이 함께 죽게 된다면 그것은 매우 불의하다는 말로 하나님을 설득하려 합니다. 하
지만 끝내 설득에 실패하고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흘러갑니다.

22 절을 읽으십시오. 22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세분의 정체를 분명히 알게 됩니다. 두
분은 하나님의 천사이고 나머지 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 들 중 천사 둘은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여호와하나님과 함께 섰습니다.
23 절부터 25절까지를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네번의 질문을 합니다. 네번의 질문 내용을
적어 보십시요.

아브라함의 질문에 그의 세계관이 들어 있습니다. 첫번째 “정말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것입
니까?”라는 질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악인과 함께 의인이 멸망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
습니다. 그 말은 당연합니다 (25절 상반절 참조). 의인은 멸망당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됩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이 왜 이
런 질문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은 “정말로 멸하실 것입니까?” “그 곳을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까?”입니다.
아브라함은 멸망이 부당하고 하나님은 당연히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는 심판의 하나님보다는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사랑은 공의의 심판을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는 없습니다. 대가는 반드시 치뤄야 합
니다. 기독교에서 사랑의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향한 공의의 심판 때문에 가능한 것이지 인간들의 죄
를 없었던 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죄에 대한 공의의 심판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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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질문은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입니다. 이 말은 심판은
공정해야 하고 심판으로 인해 정의가 무너지면 안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하려면 그 심판
자체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좀더 설명하면 심판으로 인해 억울한 사람이 생긴다면 심판
하시는 분이 불의를 행하게 된다는 말이지요. 이는 죄인만이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맞는
이야기 입니다.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죄인들이 심판을 면하고 의인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심판을 받은 것이 기독교의 근간입니다. 율법은 어길 수 있습니다. 불의해질 수도 있고 부
정해 질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의한 자, 부정한 자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흠없는
짐승이 죽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멸망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26 절부터 32 절까지 계속되는 대화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돌려 보려고
합니다.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처럼 계속해서 간구를 하는 것일까요? 정말 소돔을 위해서 일까
요? 아니면 자신의 조카 롯 때문일까요?
죄는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면서도 버젓이 얼굴을 들고 다니
면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자랑합니다. 그것이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언 때문인가요? 아니면 단신을
위해 누군가가 희생되었기 때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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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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돔 사람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19:1 ~ 11)
1.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여
2.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찌기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
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3.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 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
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4.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무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5.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
관하리라
6.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7.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8.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
지말라
9.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
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아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는지라
10.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11. 문밖의 무리로 무론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라

원어해석하기
(1 절) 그날 저녁에, 그 천사들 2명이 소돔으로 갔습니다. (שנֵּי ַה ַמלְָאכִּים סְדמָּׁה ָּׁב ִֶׁ֔ע ֶרב
ְ ) ַוי ָּׁבאּו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שעַר־סְדם
ַ )וְלֹוט ישֵּב ְב
롯은 그들을 보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일어났고, 땅에 얼굴을 굽혔습니다.
(ָארצָּׁה
ְ ) ַוי ְַרא־לֹוט ַויָּׁקָּׁם ִּלק ְָּׁראתִָּׁׁ֔ ם ַויִּשְתַ חּו ַא ַפי ִּם
(2 절) 롯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
내 주여, 제발 당신 종의 집으로 돌이켜 들어 오시고, 주무시고,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
길 바랍니다. () ִּהּנֶה ּנָּׁא־אֲדנַי סּורּו נָּׁא אֶל־בֵּית ַעבְדְ כֶם ְולִּינּו ו ְַרחֲצּו ַרגְלֵּי ִֶׁ֔כם
일찍 일어나시고, 당신들의 가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ש ַכמְתֶ ם ַו ֲה ַלכְתֶ ם לְדַ ְרכְכֶ ם
ְ ) ְו ִּה
그들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ו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보낼 것이다. () ִׁ֔לא כִּי ב ְָּׁרחֹוב נָּׁלִּין
(3 절) 롯이 강하게 그들에게 간청했고, 그들은 그로 인해 돌이켜, 그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 ַוי ִּ ְפצַר־בָּׁם מ ְִׁ֔אד ַויָּׁסֻרּו ֵּא ִָּׁׁ֔ליו ַוי ָּׁבאּו אֶל־בֵּיתֹ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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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은 그들을 위해 무교병을 구우며, 식사를 대접했고, 그들은 먹었습니다.
() ַויַעַש ָּׁלהֶם ִּמשְתִֶׁ֔ ה ּומַצֹות ָאפָּׁה וַיא ֵּכלּו
(4 절) 그들이 눕기 전, 그 도시 남자들, 소돔 남자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그 집을 둘러쌌습니다.
(שכָּׁבּו וְַאנְשֵּי ָּׁהעִּיר ַאנְשֵּי סְדם נָּׁסַבּו עַל־ ַה ִַׁ֔בי ִּת ִּמּנַעַר ְועַד־ז ֵָּּׁקן
ְ ִּ )ט ֶֶרם י
그 모든 사람들은 사방에서 모였습니다. ()כָּׁל־ ָּׁהעָּׁם ִּמ ָּׁקצֶה
(5 절) 그들이 롯을 부르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 ַויִּק ְְראּו אֶל־לֹוט וַיאמְרּו ִׁ֔לֹו
오늘 밤 너에게 온 남자들이 어디 있느냐? () ַאי ֵּה ָּׁה ֲאנָּׁשִּים ֲאשֶר־בָּׁאּו ֵּאלֶיָך הַלָּׁ יְלָּׁה
그들을 우리에게 데리고 와라. ()הֹוצִּיאֵּם ֵּא ִֵּׁ֔לינּו
우리가 그들을 알 것이다.(그들을 상관하리라) () ְונֵּדְ עָּׁה אתָּׁ ם
(6 절) 롯이 문 밖의 그들에게 나갔고, 뒤에 있는 문을 닫았습니다.
() ַויֵּצֵּא ֲא ֵּלהֶם לֹוט ַהפֶ תְ חָּׁה ְוהַדֶ לֶת ָּׁסגַר ַאח ֲָּׁריו
(7 절) 롯이 말했습니다. ()וַיאמַ ר
내 형제들아, 제발 악을 행하지 말아라. ()ַאל־נָּׁא ַאחַי תָּׁ ֵּרעּו
(8 절)
보라. 나에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다.
() ִּהּנֵּה־נָּׁא לִּי שְתֵּ י בָּׁנֹות ֲאשֶר ֹלא־י ָּׁדְ עּו ִִּׁ֔איש
지금,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데려올 것이다. ()אֹוצִּיָאה־ּנָּׁא אֶתְ הֶן ֲאלֵּי ִֶׁ֔כם
그들에게 너희 눈에 좋을대로 해라. () ַועֲשּו ָּׁל ִֶׁ֔הן כַּטֹוב ְבעֵּינֵּיכֶ ם
오직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 ַרק ָּׁל ֲאנָּׁשִּים ָּׁהאֵּל ַאל־תַ עֲשּו דָּׁ ִָּׁׁ֔בר
왜냐하면, 이들은 내 집의 지붕 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כִּי־עַל־כֵּן בָּׁאּו ְבצֵּל ק ָּׁרתִּי
(9 절) 그들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ו
물러나라! ()גֶש־ ָּׁהלְָאה
그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וַיאמְרּו
이 자는 잠시 머무르려고 왔는데, 벌써 법관이 되려 하는구나.
() ָּׁה ֶאחָּׁד בָּׁא־לָּׁגּור ַויִּשְפט ש ִָּׁׁ֔פֹוט
자, 우리가 그들보다 너에게 더욱 악을 행할 것이다. ()עַתָּׁ ה נ ַָּׁרע לְָך מֵּהֶ ם
그들이 롯을 강하게 밀쳐냈고, 문을 부수기 위해 다가갔습니다.
() ַוי ִּ ְפצְרּו ָּׁבאִּיש ְבלֹוט מ ְִׁ֔אד ַויִּגְשּו ִּלשְבר הַדָּׁ לֶת
(10 절) 그 때,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뻗어서, 롯을 그들이 있는 집으로 끌어 들였고, 그 문을 닫았습니
다. (שלְחּו ָּׁה ֲאנָּׁשִּים אֶת־י ָּׁדִָּׁׁ֔ ם ַויָּׁבִּיאּו אֶת־לֹוט ֲאלֵּיהֶם הַבָּׁ י ְתָּׁ ה ְואֶת־הַדֶ לֶת ָּׁסגָּׁרּו
ְ ִּ ) ַוי
(11 절) 천사들은 작은 자나 큰자나 상관없이 문 밖에 있는 남자들의 눈을 잠시 멀게 했습니다.
() ְואֶת־ ָּׁה ֲאנָּׁשִּים ֲאשֶר־פֶתַ ח ַה ַבי ִּת הִּכּו ַב ַסנְו ִִֵּּׁ֔רים ִּמקָּׁטן ְועַד־גָּׁדֹול
그들은 문을 찾는데 지쳐버렸습니다. () ַויִּלְאּו ִּלמְצא ַהפָּׁתַח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침 롯이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영접하게 되었
습니다. 그런데 소돔의 모든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이 닥쳤습니다.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 모든 남자
들은 롯에게 천사들을 내어 놓으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로 인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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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부터 3절까지를 읽으십시오. 저녁무렵에 천사들은 소돔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침 롯이 성문에 앉
아 있다가 천사들을 맞이합니다. 여기서는 두가지 의미를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천사들이 도착한 시
간입니다. 천사들은 저녁에 도착합니다. 어두워질때 도착한 것이지요. 성경에서 많은 경우 저녁은 죄,
심판을 떠올리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낮과 밤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1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 주의 날이 밤에 도적 같이 이를 줄을 너
희 자신이 자세히 앎이라 3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 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
과 같이 멸망이 홀연히 저희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4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
지 아니하매 그 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
어 근신할지라 7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8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
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살전 5:1-8).
천사들을 맞이한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성은 인간들의 욕망의 상징이자 하나님
과의 단절을 의미하였습니다. 가인은 동쪽으로 가서 성을 쌓고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성의
이름을 애녹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의 삶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
라함은 여전히 장막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장막과 롯의 성(도시)을 비교하면서 무엇이 떠오
릅니까? 그 떠오르는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4절과 5절을 읽으십시오. 소돔 남자들이 모두 롯의 집으로 몰려 들었습니다. 성경은 그 도시의 남자
들, 소돔 남자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사방에서 모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들은 천사들을 내
어 놓으라고 롯에게 요구를 합니다. 자신들이 그들을 ‘알겠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알다’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야다이 ( )י ָּׁדַ ע는 단순히 ‘알다’라는 의미보다는 ‘경험하다’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여기서 대
부분의 학자들은 성관계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렇게 번역되는 단어가 아니라
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오히려 더 많은 경우 앎, 깨달음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어쨋든 소돔의 모든 남자들이 모여서 천사들과 성관계를 해야겠으니 그들을 내어 놓으라고 말한 것
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절에서 롯이 자신의 두 딸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 그런 판단이 정
확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찌라도 이때의 이 상황을 오늘날 동성애의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당시에 어린이로부터 노인까지 모든 남자들이 찾아 왔다는 것은 특정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당시의 타락한 문화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는 이것 때문
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이냐? 하나님이 이들의 소위 퇴폐적이고 죄악에 물든 행위 때문에 성을
멸망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역사적인 깊은 의미가 있는가? 하는 문제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를 위해 스스로의 힘으로 건설하고 스스로의 행복을 찾아가는 모
습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은혜를 떠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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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절부터 11절까지를 읽으십시오. 소돔의 모든 남자들의 퇴패적인 요구로 인해 롯의 집에 한바탕 소
동이 일어 납니다. 이 소동가운데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롯은 천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돔의 남자들에게 자신의 딸을 내어 주겠다고 말합니다 (8절). 이 두 딸은 이미 정혼한 상태입니다.
롯의 이러한 제안은 아버지로써 타당한 제안이라 생각합니까? 단지 동성애를 막기 위해 자신의 딸
들이 성적으로 유린당할 수도 있는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를 막기 위해 다
른 죄를 저지르는 것이 타당한가요?)

만약 롯의 제안이 타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당시에 롯은 왜 이 두 딸을 언급하면서 이 두 남자를 보호
하려고 했을까요?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이 이야기를 전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를 어떻
게 해석하였을까요?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서는 점차 공부를 해나가며 찾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하
지만 질문은 계속해서 던져 놓는 것이 성경읽기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심판하
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만은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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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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서 이 도시를 멸할 것이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19:12 ~ 14)
12.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3.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4. 롯이 나가서 그 딸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터이니 너희
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15.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원어해석하기
(12 절) 그 천사들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ו ָּׁה ֲאנָּׁשִּים אֶל־לֹוט
이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עד מִּי־לְָך ִׁ֔פה
사위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이 도시에 너에게 속한 누구라도,
()חָּׁתָּׁ ן ּו ָּׁבנֶיָך ּובְנתִֶׁ֔ יָך וְכל ֲאשֶר־לְָך בָּׁעִּ יר
이 곳에서 부터 데리고 나가라. ()הֹוצֵּא מִּן־ ַהמָּׁקֹום
(13 절)
우리가 이 곳을 멸망시킬 것이다. (שחִּתִּ ים ֲא ִַׁ֔נחְנּו אֶת־ ַהמָּׁקֹום ַה ֶזה
ְ )כִּי־ ַמ
그들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컸기 때문이다. ()כִּי־גָּׁדְ לָּׁה ַצ ֲעקָּׁתָּׁ ם אֶת־ ְפנֵּי י ְה ִׁ֔ ָּׁוה
여호와께서 이 곳을 멸하시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 (שחֲתָּׁ ּה
ַ ש ְלחֵּנּו י ְהוָּׁה ְל
ַ ְ ) ַוי
(14 절)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 ַויֵּצֵּא לֹוט ַוי ְדַ בֵּר אֶל־חֲתָּׁ נָּׁיו ֹל ְקחֵּי בְנתָּׁיו וַיאמֶר
일어나라, 이곳에서 나가야 한다. ()קּומּו צְאּו מִּן־ ַהמָּׁקֹום ַה ִֶׁ֔זה
여호와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것이다. (שחִּית י ְהוָּׁה אֶת־הָּׁעִּ יר
ְ )כִּי־ ַמ
그러나, 그 사위들의 눈에 그는 농담하는 것 같이 되었습니다. () ַויְהִּי ִּכ ְמ ַצחֵּק ְבעֵּינֵּי חֲתָּׁ נָּׁיו
(15 절) 동이 틀때,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שחַר ָּׁע ִָּׁׁ֔לה ַויָּׁאִּיצּו ַה ַמלְָאכִּים בְלֹוט לֵּאמר
ַ )ּוכְמֹו ַה
일어나라! 여기서 발견되는 네 아내와 네 두 딸을 데려가라.
()קּום קַח אֶת־ ִּאשְתְ ָך ְואֶת־שְתֵּ י בְנתֶ יָך ַהּנִּ ְמצ ִָּׁׁ֔את
이 도시의 심판 때, 네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פֶן־תִּ ָּׁספֶה ַבעֲֹון ָּׁהעִּיר
(16 절) 그러나 롯은 꾸물거렸습니다. () ַוי ִּתְ ַמ ְהמָּּׁה
그 천사들이 롯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 그리고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 ַוי ַ ֲחזִּקּו ָּׁה ֲאנָּׁשִּים ְבי ָּׁדֹו ּו ְבי ַד־ ִּאשְתֹו ּו ְבי ַד שְתֵּ י בְנתִָּׁׁ֔ י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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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에게 있는 여호와의 자비로 인하여, () ְב ֶח ְמלַת י ְהוָּׁה עָּׁלָּׁ יו
그 천사들은 롯을 데리고 나가 도시 밖에 두었습니다. ()וַי ִּצאֻהּו ַויַּנִּחֻהּו מִּחּוץ ָּׁלעִּיר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그날 밤 한바탕 소동이 있을 후 상황은 매우 극박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하나
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떨어져 두 도시는 완전히 멸망하게 될 운명입니다. 천사들의 말에 롯은
사위들을 설득하나 실패를 합니다. 천사들은 주저주저하는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잡아 도시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12 절을 읽으십시오. 천사들은 롯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합니까?

롯의 아내, 롯의 두딸은 그의 가족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 너에게 속한 누
구라도”라는 말은 선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그 사람들의 성품이나 죄가 있고 없고를 따
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이 멸망의 상황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단 한가지 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보내는데 그들이 여리고 성에서 라합이라는 기
생을 만납니다. 그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라합이 기지를 발휘하여 그들을 살려 준 후 그들에게 이러
한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약속은 여리고성을 멸망시킬 때 그대로 지켜졌습니다.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
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수 2:12).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 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
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라 하매 정탐한 소년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 부모와
그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 내고 또 그 친족도 다 이끌어 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 밖에
두고” (수 6:22-23).
여기서 정탐꾼을 도와 준 것은 라합입니다. 그런데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들이 구원받은 조건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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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절을 읽으십시오. 천사들은 여호와께서 소돔을 멸망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립니다. 그들은 소돔
이 망해야 하는 이유를 무엇때문이라고 말합니까?

우리 성경에는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라고 번역되었는데 좀더 정확한 번
역은 그들의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컸기 때문에” 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부르짖음이란 단순히
외침이 아니라 ‘죄의 아우성’ 또는 ‘죄’그 자체로 보아야 합니다.

14 절을 읽으십시오. 롯의 경고에 대한 사위들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여기서 농담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자핰’ ()צחק은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을 때 그 단어와
동일합니다. 다만 여기서는 아주 강한 의미인 피엘(piel) 용법을 사용하여 “완전히 비웃었다”라는 의
미입니다.
15 절과 16절을 읽으십시요. 동이 틀 무렵에 천사들은 롯을 재촉하여 롯과 그의 가족을 성밖으로 끌
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롯을 구출한 이유가 16절에 나옵니다. 왜 천사들이 롯과 그의 가족을 밖
으로 끌어내었을까요?

그렇다면 롯과 그의 가족은 심판을 면할 조건이 그들에게 있었습니까?

만약 그들이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조건도 없었다면 롯도 의인이 아니고 죄인입니다. 다만 롯이 구원
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자비 입니다. 하나님은 롯을 택하셔서 롯에게만 멸망을 면할 자비를 베푸신 것
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유를 생각해보십시요. 당신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었습
니까? 그리고 당신은 구원받은 만한 조건을 만족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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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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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이 소돔으로부터 구출되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19:17~23)
17.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18.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9.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20.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
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21.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 그리로 속희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
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23.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원어해석하기
(17 절)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을 때, 한 명이 말했습니다.
() ַויְהִּי כְהֹוצִּיָאם אתָּׁ ם הַחּוצָּׁה וַיאמֶר
네 생명을 위해 도망가라! (שָך
ֶ ִׁ֔ ) ִּה ָּׁמלֵּט עַל־נַ ְפ
뒤를 돌아 보지 말아라! ()ַאל־תַ בִּיט ַאח ֲִֶׁ֔ריָך
들에서 멈추지 말아라! ()וְַאל־תַ עֲמד ְב ָּׁכל־ ַהכִּכָּׁ ר
산으로 도망가라! 멸망 당하지 않으려면! () ָּׁהה ָָּּׁׁרה ִּה ָּׁמלֵּט פֶן־תִּ ָּׁספֶה
(18 절) 롯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לֹוט
내 주여, 제발, 안됩니다. () ֲאלֵּהֶ ם ַאל־נָּׁא אֲדנָּׁי
(19 절)
보세요. 당신의 종이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받았고, () ִּהּנֵּה־נָּׁא ָּׁמצָּׁא ַעבְדְ ָך חֵּן ְבעֵּינֶיָך
당신은 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행하시는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שי
ִּ )וַתַ גְדֵּ ל ַחסְדְ ָך ֲאשֶר ָּׁעשִּיתָּׁ ִּעמָּׁדִִּׁ֔ י ְל ַהחֲיֹות אֶת־נַפ
그러나, 저는 저 산까지 도망 칠 수 없습니다. ()וְָאנכִּי ֹלא אּוכַל ְל ִּה ָּׁמלֵּט ָּׁה ִָּׁׁ֔ה ָּׁרה
재앙이 저에게 달라 붙어 저는 죽게 될 것입니다. ()פֶן־תִּ דְ ָּׁב ַקנִּי ה ָָּּׁׁרעָּׁה ָּׁומַתִּי
(20 절)
보세요. 지금 저 도시가 도망치기에 가깝습니다.(שמָּׁה
ָּׁ ) ִּהּנֵּה־נָּׁא ָּׁהעִּיר הַזאת קְרבָּׁה לָּׁנּוס
또한 저 곳은 작습니다. () ְוהִּיא ִּמצ ְָּׁער
제발 내가 그곳으로 도망치게 허락해 주세요. (שמָּׁה
ָּׁ ) ִּא ָּׁמ ְלטָּׁה ּנָּׁא
저 곳은 작지 않습니까? ()הֲֹלא ִּמ ְצעָּׁר הִּוא
그러면 제 생명이 보존 될 것입니다. ()ּותְ חִּי נַ ְפשִּי
(21 절) 그가 롯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 ִָּׁׁ֔לי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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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내가 또한 이 일에 대한 너의 요청을 들었다. () ִּהּנֵּה נָּׁשָּׁאתִּ י ָּׁפ ִֶׁ֔ניָך גַם לַדָּׁ בָּׁר ַה ֶזה
네가 말한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 ָּׁ) ְל ִּבלְתִּ י ָּׁה ְפכִּי אֶת־ ָּׁהעִּיר ֲאשֶר דִּ ב ְַרת
(22 절) 서둘러서 그 곳으로 도망쳐라. (שמָּׁה
ָּׁ ִׁ֔ ) ַמהֵּר ִּה ָּׁמלֵּט
네가 그 곳으로 가기 전까지 내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כִּי ֹלא אּוכַל ַלעֲשֹות דָּׁ ִָּׁׁ֔בר עַד־באֲָך ָּׁשמָּׁה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은 소알이었다. ()עַל־כֵּן ק ָָּּׁׁרא שֵּם־ ָּׁהעִּיר צֹועַר
(23 절) 해가 땅 위로 돋았습니다. (שמֶש יָּׁצָּׁא עַל־הָּׁאָּׁ ֶרץ
ֶ ) ַה
롯은 소알로 들어갔습니다. ()וְלֹוט בָּׁא צע ֲָּׁרה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소돔성 밖으로 끌어내어진 롯을 향해 천사 중 한명이 재촉하며 도망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롯
은 자신이 도저히 산까지 도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소알로 피신할 수 있게 해달라고 부
탁을 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은 그의 청을 하락합니다. 해가 솟아 올랐고 롯은 소알로 들어갔습니다.
17 절을 읽으십시오. 한 천사가 롯에게 명령합니다. 일종의 도망칠 때 행동요령인 셈입니다. 천사가
롯에게 명령하면서 사용한 명령문 네개를 찾아 적어 보십시오.

이 명령은 종말에 환란을 당했을 때 성도들이 지켜야할 행동요령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님은 제
자들에게 행한 가르침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16절~18절을 읽어 보십시요.
“그 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찌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 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찌어다” (마 24:16-18).

18 절부터 20절까지 읽으십시오. 천사의 명령에 롯이 대답을 합니다. 가장 먼저 롯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은혜를 받았다는 고백을 하면서도 롯은 자신이 천사가 지목한 산까지는 도망칠 수 없다고 말
합니다. 그는 왜 천사가 지목한 그 산까지 갈 수 없다고 말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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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앙이 달라붙어 저는 죽게 될 것입니다”라는 롯의 말은 그가 하나님에 대해 전혀 믿음이 없다는 것
을 잘 보여 줍니다. 지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릴 재앙을 롯이 피하는 동안까지 늦추는 것입
니다. 롯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은혜의 완전성에 대한 신뢰는 없었습니
다. 우리들은 어떻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하나님
은 우리를 은혜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다 실패할 수도 하나님
의 뜻을 벗어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0 절에서 롯은 근처의 작은 도시를 선택합니다. 그 도시가 소알입니다. (소알은 ‘작다’라는 의미입니
다. 그러나 아직 그는 산이 아닌 도시를 선택하였습니다. 소돔으로부터 벗어나서도 그는 아직도 도시
를 선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당시 성(city)은 단지 사람들이 모여사는 곳 이
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살아가는 모습을 상
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 성입니다. 큰 성 소돔을 나온 롯은 작은 성 소알로 들어 갑니다.
21 절과 22절을 읽으십시오. 롯이 소알로 들어가겠다고 제안하지 천사들은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서두르라고 그를 재촉합니다. 천사들이 서두르라고 재촉하는 이유를 22절에서 찾아 적으
십시오.

21 절에서 천사는 “네가 말한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알은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죄가 없어서 멸망당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왜 소알이 멸망되지 않았습니까?

소알 사람들이든 롯이든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 은혜로 멸망을 면했습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의로왔다거나 그들이 남들과 다른 길을 걸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동일한 사람들이었
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롯을 살리기로 결정하셨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가는 곳을 멸망
시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롯을 살려 주었을까요? 그리고 롯과 그의 후손들은 전체 성경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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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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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19:24~29)
24.
25.
26.
27.
28.
29.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 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원어해석하기
(24 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내리셨습니다.
()וַיהוָּׁה ִּה ְמטִּיר עַל־סְדם ְועַל־עֲמ ָּׁרה ָּׁגפ ְִּרית וָּׁאֵּ ש
여호와로 부터, 하늘로 부터, (ש ָּׁמי ִּם
ָּׁ ) ֵּמאֵּת י ְהוָּׁה ִּמן־ ַה
(25 절) 그는 이 도시들, 그 모든 지역을 멸하셨습니다. () ַויַהֲפְך אֶת־ ֶהע ִָּּׁרים ָּׁה ִֵּׁ֔אל ְואֵּת כָּׁל־ ַהכִּכָּׁ ר
그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 그 땅에서 난 것들을, (שבֵּי ֶהע ִִָּּׁׁ֔רים ְו ֶצמַח ָּׁהאֲדָּׁ מָּׁה
ְ ) ְואֵּת כָּׁל־י
(26 절) 롯의 뒤에 있던 그의 아내는 돌아 봤습니다. ()וַתַ בֵּט ִּאשְתֹו מֵַּאח ֲָּׁריו
그래서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וַתְ הִּי נְצִּיב ֶמלַח
(27 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שכֵּם ַאב ְָּׁרהָּׁם בַבקֶר
ְ ַ ) ַוי
여호와 앞에 서 있던 장소에 가기 위해, ()אֶל־ ַהמ ִָּׁׁ֔קֹום ֲאשֶר־ ָּׁעמַד שָּׁם אֶת־ ְפנֵּי י ְהוָּׁה
(28 절) 그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그 모든 지역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שקֵּף עַל־ ְפנֵּי סְדם ַועֲמ ִָּׁׁ֔רה ְועַל־כָּׁל־ ְפנֵּי א ֶֶרץ ַהכִּכָּׁ ר
ְ ַ ) ַוי
그는 땅의 연기가 불가마의 연기처럼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 ַוי ְַרא ְו ִּהּנֵּה ָּׁעלָּׁה קִּיטר ָּׁה ִָּׁׁ֔א ֶרץ ְכקִּיטר ַה ִּכ ְבשָּׁן
(29 절) 하나님께서 그 지역 도시를 멸하실 때, (שחֵּת אֱֹלהִּים אֶת־ע ֵָּּׁרי ַה ִּכ ִָּׁׁ֔כר
ַ ) ַויְהִּי ְ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 ַויִּזְכר אֱֹלהִּים אֶת־ַאב ְָּׁרהָּׁ ם
그래서, 그가 그 멸망하는 중에 롯을 내보내셨습니다. (שלַח אֶת־לֹוט מִּתֹוְך ַה ֲה ֵּפ ִָּׁׁ֔כה
ַ ְ ) ַוי
그가 롯이 거주하고 있던 도시들을 멸하실 때, () ַבהֲפְך אֶת־ ֶהע ִִָּּׁׁ֔רים ֲאשֶר־יָּׁשַב ָּׁבהֵּן לֹוט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드디어 여호와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 와중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
보았고, 그만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와와 함께 서 있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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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로 갔고 그곳에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솟아 오르는 연기를 보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롯이 어
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만 성경은 롯이 구원을 받게 된 이유를 아브라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 절을 읽으십시오. 저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야호와께서
여호와로부터, 하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과 불을 내리셨다.” 노아 때 이 말씀을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모습과 매우 흡사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부터 칠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
라” (창 7:4).
이 말씀에 따르면 비는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25 절을 읽으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무엇이 멸망당하였습니까?

26 절을 읽으십시오.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녀가 소금기둥
이 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뒤를 돌아 보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소금기둥이 되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
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의 죽음이 가져 올 파장이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기둥이
된 일로 인해 롯의 앞날은 매우 복잡하게 전개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알아 보기로 하겠
습니다.

롯이 언제 결혼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롯이 소돔여인과 결혼을
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의 아내는 소돔 여인이었고 그의 고향이 망하는 것을 보
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가 어디 출신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녀의 출신을 설
명하지 않는 이유도 바로 그녀가 어디 출신인지 보다는 그녀가 왜 소금기둥이 되어야 했는지가 더 중
요합니다.

27 절을 읽으십시오. 갑자기 장면이 바뀌어 아브라함에게로 옮겨갑니다.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 났습
니다. 그리고 전날 여호와와 대화를 나눈 그곳으로 갔습니다. 왜 그가 그곳으로 갔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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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전지역을 내려다 보았을 때 그는 “땅의 연기가 불가마의 연기처럼 솟아
오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이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그들에게 의인 10명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29 절을 읽으십시오. 이 절에서는 롯이 구원을 받은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롯을
멸망으로부터 구출하셨을까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
는 무엇입니까?

본문 말씀은 신약성경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되어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후서 2장 5절로 8절까지 읽
으시기 바랍니다.
“5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
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6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
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7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8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
령을 상하니라)” (벧후 2:5-8).
베드로 사도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한 목적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6절)

7절은 롯에 대해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8절에서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
을 상하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롯은 원래 의로운 사람이고 죄인들과 함게 살면서 그들에 의
해 고통받고 심령이 상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롯은 자신이 의롭다기 보
다는 아브라함으로 인해 그가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처럼 해석됩니다. 당신은 롯이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브라함에 의해 의롭게 여김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
까? (개인적인 의견을 적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할 수 없이 이 세상에 남겨져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윤리를 따라 살아야 하며 또한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진정한 의로움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욕 안먹고 세상사람들과 아무런 트러불이 없이 잘 화목하게 지
내는 것이 진정한 의로움 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로움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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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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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압족속과 암몬속속이 나오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19:30~38)
30.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31.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좇아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없으니
32.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33.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자 그 아비
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34.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
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35.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36.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37.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요
38.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상이었더라

원어해석하기
(30 절) 롯이 소알로 부터 나와서 그의 두 딸과 함께 산에 거주했습니다.
() ַויַעַל לֹוט מִּצֹועַר ַויֵּשֶב ָּׁבהָּׁר ּושְתֵּ י בְנתָּׁ יו ע ִִּׁ֔מֹו
왜냐하면, 그는 소알에 거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שבֶת בְצֹועַר
ֶ )כִּי י ֵָּּׁרא ָּׁל
그는 그의 두 딸과 동굴에 거주하였습니다. () ַויֵּשֶב ַב ְמע ִָָּּׁׁׁ֔רה הּוא ּושְתֵּ י בְנתָּׁיו
(31 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ירה
ָּׁ )וַתאמֶר ַה ְבכִּי ָּׁרה אֶל־ ַה ְצע
우리 아버지는 늙었다. ()ָאבִּינּו ז ֵָּּׁקן
그리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이 땅에는 우리에게로 올 사람이 없다.
(ָָּׁארץ
ֶ ָָּׁארץ לָּׁבֹוא ָּׁע ִֵּׁ֔לינּו כְדֶ ֶרְך כָּׁל־ה
ֶ ) ְואִּיש אֵּין ב
(32 절)
자, 우리 아버지에게 와인을 마시게 하자. (שקֶה אֶת־ָאבִּינּו יַי ִּן
ְ ַ) ְלכָּׁה נ
그리고, 그와 동침하자. (ש ְכבָּׁה עִּמֹו
ְ ִּ) ְונ
그러면, 우리 아버지로 부터 자손을 보존 할 것이다. ()ּונְ ַחי ֶה מֵָּאבִּינּו ז ַָּׁרע
(33절) 그날 밤, 그녀들은 그녀들의 아버지가 와인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שקֶין ָּׁ אֶת־ ֲאבִּיהֶן יַי ִּן ַב ַליְלָּׁה הּוא
ְ ַ)וַת
큰 딸이 들어가서 그녀의 아버지와 동침했습니다. (שכַב אֶת־ָא ִִּׁ֔בי ָּׁה
ְ ִִּּירה וַת
ָּׁ )וַתָּׁ בא ַה ְב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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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절)

(35 절)

(36 절)
(37 절)

(38 절)

그러나 그는 그녀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ש ְכבָּּׁה ּובְקּומָּּׁה
ִּ )וְֹלא־י ָּׁדַ ע ְב
다음 날,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ירה
ִָּׁׁ֔ ִּירה אֶל־ ַה ְצע
ָּׁ ) ַויְהִּי ִּמ ָּׁמח ֳִָּׁׁ֔רת וַתאמֶר ַה ְבכ
자, 어제는 내가 나의 아버지와 동침하였다. (ש ַכבְתִּ י ֶאמֶש אֶת־ָאבִּ י
ָּׁ )הֵּן־
오늘 밤도, 그가 와인을 마시게 하자. (שקֶּנּו יַי ִּן גַם־ ַה ַליְלָּׁה
ְ ַ )נ
그리고, 네가 들어가 그와 동침하라. (ש ְכבִּי ע ִִּׁ֔מֹו
ִּ )ּובאִּי
그러면, 우리 아버지로 부터 자손을 보존 할 것이다. ()ּונְ ַחי ֶה מֵָּאבִּינּו ז ַָּׁרע
그날 밤도, 그녀들은 그녀들의 아버지가 와인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שקֶין ָּׁ גַם ַב ַליְלָּׁה הַהּוא אֶת־ ֲאבִּיהֶן ָּׁיי ִּן
ְ ַ)וַת
작은 딸이 일어나서 그와 동침했습니다. (שכַב ע ִִּׁ֔מֹו
ְ ִִּּירה וַת
ָּׁ )וַתָּׁ קָּׁם ַה ְצע
그러나 그는 그녀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ש ְכבָּּׁה ּו ְב ֻקמָּּׁה
ִּ )וְֹלא־י ָּׁדַ ע ְב
롯의 두 딸은 그녀들의 아버지로 부터 임신을 했습니다. ()וַתַ ה ֲֶרין ָּׁ שְתֵּ י בְנֹות־לֹוט ֵּמ ֲאבִּיהֶן
큰 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ירה ִֵּׁ֔בן
ָּׁ )וַתֵּ לֶד ַה ְבכ
그의 이름은 모압이라고 하였습니다. ()וַתִּ ק ְָּׁרא שְמֹו מֹואָּׁ ב
그는 오늘날 모압 사람의 아버지(조상)입니다. ()הּוא ֲאבִּי־מֹוָאב עַד־הַיֹום
작은 딸도 역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ירה גַם־הִּוא יָּׁלְדָּׁ ה ִֵּׁ֔בן
ָּׁ ) ְו ַה ְצע
그의 이름은 벤암미라고 하였습니다. ()וַתִּ ק ְָּׁרא שְמֹו בֶן־עַמִּ י
그는 오늘날 벤암몬 사람의 아버지(조상)입니다. ()הּוא ֲאבִּי ְבנֵּי־עַמֹון עַד־הַיֹום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소알로 들어간 롯은 두 딸과 함께 이내 산으로 거처를 옮겨 동굴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곳에서 두 딸
은 아버지와 동침을 하게 되고 두 딸은 각각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
이 됩니다.
30 절을 읽으십시오. 롯은 소알에 얼마 있지 못하고 그곳을 떠나게 됩니다. 성경은 그가 소알을 떠나
게 된 이유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롯은 “소알에 거하는 것이 두려웠다”고 말합니다. 소알은 롯이 그곳으로 비하는 바람에 심판을 면한
도시입니다 (창 19:21 참조). 그러니까 그들이 이미 멸망한 소돔이나 고모라보다 죄가 덜한 곳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롯이 그곳을 피해 산으로 도망할 정도로 두려웠던 진짜 이유는 무엇이었
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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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절과 32절을 읽으십시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아버지와 동침을 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녀가 그렇게 제안하는 이유가 언뜻 이해하기 힘이 듭니다. 그녀는 왜 그들이 아버지 롯과 동침을 하
여야 한다고 말합니까?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자신들에게 올 남자들이 없다”는 말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산에 거주하므로 자신들을 찾아올 남자들이 없다는 말과 그들이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들
만 살아 나왔으므로 사람들이 그들을 극도로 경계할 것이라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면 이런 이유로 그들이 아버지 롯과 동침하는 것이 타당한 결정인가요?

33 절부터 35절까지를 읽으십시오. 두 딸은 아버지 롯에게 와인을 마시게 한 후 차례대로 아버지와
동침을 합니다. 아버지가 남편이 된 셈입니다. 성경에는 요즈음의 도덕적 시각으로는 이러한 말도
안되는 일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윤리적 시각으로 성경을 예
단해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야 합니다.
역사를 이끌어 가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인간들의 계획과 인간들의 힘에 의해 역사가 만들어 지는 것
이 아닙니다.
36 절부터 38절까지 읽으십시오. 두 딸은 아버지로부터 임신을 하게 되었고 맏딸이 낳은 아이의 이
름은 모압이고 둘째 딸이 낳은 아이의 이름은 벤암미였습니다. 벤암미는 암미의 아들이라는 의미이
고 벤암몬은 암몬의 아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들이 암몬 족속으로 불리워 집니다.
여기서 우리는 왜 이토록 부도덕하고 차마 읽기 조차 힘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었는지를 고민해 보
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소위 ‘사족’과 같이 불필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들
을 통해 하나님의 하시는 일과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보여주고자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의 딸들
의 삶을 통해서는 무엇을 보여주고자 하였을까요?
먼저 신명기 23 장 3 절과 4절을 읽으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어떠한 관계에 있게 됩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십대 뿐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
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보다미아의 브돌 사람 브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
케 하려 하였으나” (신 23:3-4).
성경은 이들을 영원히 이스라엘 즉, 택하신 백성의 무리에 들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위 신명기 말
씀에서 왜 그들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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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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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람이 다시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이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20:1~7)
1.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2.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3.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4.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
이까
5. 그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
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6.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
7.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 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 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녕 죽을 줄 알지니라

원어해석하기
(1 절) 아브라함이 그 곳에서 부터 네게브 땅까지 옮겨 갔습니다. (ַארצָּׁה ַה ִֶּׁ֔נגֶב
ְ ) ַויִּסַע ִּמשָּׁם ַאב ְָּׁרהָּׁם
그는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 ַויֵּשֶב בֵּין־קָּׁדֵּ ש ּובֵּין שּור
그는 그랄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 ַויָּׁגָּׁר ִּבג ְָּׁרר
(2 절)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를 “그녀는 내 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וַיאמֶר ַאב ְָּׁרהָּׁם אֶל־ש ָָּּׁׁרה ִּאשְתֹו אֲחתִּ י הִּ ו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왔습니다.
(שלַח ֲאבִּי ֶמלְֶך ֶמלְֶך ג ְִָּׁׁ֔רר ַויִּקַח אֶת־ש ָָּּׁׁרה
ְ ִּ ) ַוי
(3 절) 그날 밤 꿈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오셨습니다.
() ַוי ָּׁבא ֱאֹלהִּים אֶל־ ֲאבִּי ֶמלְֶך ַבחֲלֹום הַלָּׁ יְלָּׁ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ר לֹו
보라, 너는 죽은 사람이다. () ִּהּנְָך מֵּת
네가 데려간 그 여자로 인하여, ( ָּׁ)עַל־ ָּׁה ִּאשָּׁה ֲאשֶר־ ָּׁל ִַׁ֔קחְת
그녀는 남자와 결혼한 사람이다. () ְוהִּוא ְב ֻעלַת ָּׁבעַל
(4 절) 아비멜렉은 그녀에게 가까이 가지 않았습니다. () ַו ֲאבִּי ֶמלְֶך ֹלא ק ַָּׁרב אֵּלֶ י ָּׁה
그는 말했습니다. ()וַיאמַר
내 주여, 의로운 백성도 죽이실 것입니까? ()אֲדנָּׁי הֲגֹוי גַם־צַדִּ יק תַ הֲר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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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이 내게 “그녀는 내 누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הֲֹלא הּוא ָאמַר־לִּי אֲחתִּ י ִִּׁ֔הוא
그녀도 또한 “그는 내 오라비다”라고 했습니다. () ְוהִּיא־גַם־הִּוא ָאמ ְָּׁרה ָאחִּי הּוא
나는 정직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בְתָּׁ ם־ ְל ָּׁבבִּי ּו ְבנִּקְין ַכפַי ָּׁעשִּיתִּ י זאת
(6 절)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ר ֵּאלָּׁיו ָּׁהאֱֹלהִּים ַבחֲֹלם גַם
나는 네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한 것을 알고 있다.
()ָאנכִּי י ָּׁדַ עְתִּ י כִּי בְתָּׁ ם־ ְל ָּׁבבְָך ָּׁעשִּיתָּׁ ִׁ֔זאת
또한, 나는 네가 나에게 죄짓는 것으로 부터 너를 지켰다.
() ָּׁו ֶאחְשְך גַם־ָאנכִּי אֹותְ ָך ֵּמחֲטֹו־לִּ י
그래서, 나는 네가 그녀를 만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עַל־כֵּן ֹלא־נְתַ תִּ יָך ִּלנְג ַע ֵּאלֶי ָּׁה
(7 절)
이제 바로, 그 남자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 ְועַתָּׁ ה ָּׁהשֵּב ֵּאשֶת־ ָּׁהאִּיש
왜냐햐면, 그는 선지자다. ()כִּי־נָּׁבִּיא ִׁ֔הּוא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네가 살 것이다. () ְוי ִּתְ ַפלֵּל ַבעַדְ ָך ֶו ְח ֵּיה
그러나 만약 네가 그녀를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 ְואִּם־אֵּינְָך ֵּמשִּיב
너와 너에게 속한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을 것을 알라.
()דַ ע כִּי־מֹות תָּׁ ִׁ֔מּות אַתָּׁ ה ְוכָּׁל־ ֲאשֶר־לְָּׁך
(5 절)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창세기 20장은 다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기억하
는 바와 같이 아브라함은 그가 애굽에 갔을 때 이미 한번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습니
다. 우리는 18장에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년 뒤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
하신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20장의 이 사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확약을 들은 시점과
이삭이 태어나는 시점 사이의 어느 날에 일어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네게브로 이동하여 그랄 땅에 머물 때 그곳에서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 하여 아비멜
렉이 사라를 그의 집으로 데려 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강력한 경
고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1 절과 2절을 읽으십시오. 1~2 절에는 전체 사건의 발단이 되는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 발단 부분
을 읽으면서 “사람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일이 복잡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까지 개입하게 된다”는 식
의 도덕적 틀로 아브라함을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 고
자 하시는 의미를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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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절부터 7절을 읽으십시오. 3 절부터 7절 내용은 하나님과 아비멜렉의 대화 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교차배열구조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A: 너는 죽은 사람이다 (3절)
B: 네가 데려간 그 여자 (3절)
C:아비멜렉이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4절)
D: 의로운 백성도 죽일 것인가 (4절)
E: 정직한 마음 (5절)
F: 하나님이 꿈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6절)
E’: 정직한 마음 (6 절)
D’: 내가 너를 죄로부터 지켰다 (6 절)
C’: 네가 그녀를 만지는 것을 내가 허락하지 않았다 (6절)
B’:그 남자의 아내를 돌려 주어라 (7 절)
A’: 너와 네게 속한 사람이 모두 죽을 것이다 (7 절)
이 구조를 상세히 살펴보면 인간의 일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음을 경고하십니다. 그러자 그가 사라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C). 그런데 하나님은 6 절에서 아비멜렉이 자신의 의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
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또한 아비멜렉은 자신은 정직한 마음을 소유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 의
로움이 아비멜렉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D). 6 절에서 우리
를 죄로부터 지키는 분은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의 의지로 죄를 참아 낼 수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기도 (주기도문)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 6:13).
그렇다면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고, 악에서 구하는 분이 누구라는 의미입니까? 당신은 죄를 범
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니면 지신이 억지로 죄에서 벗어나려
애를 쓰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서 왜 하나님은 사라를 이토록 보호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에는 애굽왕 바
로에게 팔려 간 사건과는 또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29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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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