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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에 대하여

큐티의 핵심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자신의 삶으로 가져오는 것입
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어도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데 종종 실패하곤 합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읽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을 하면서도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 있다
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성경해석의 오류를 최소화 해야합니다. 성경해석의 오류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다음
몇가지 사항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첫째, 성경을 읽는 관점을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어
야 합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성격이나 그들의 행동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보다는 오히려 왜 하나
님께서 그런 성격의 소유자들을 선택하셔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는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골리앗이 다윗에게 죽었는데 그 이유는 골리앗이 당연히 죽을 이유가 있어서 그랬고, 다윗이 뛰어난
사람이라 그랬다는 인간들의 이분법적 판단구조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그런 기회를 제공했는가?” “왜 골리앗같은 특별한 존재가 다윗에게 그 시간에 그 장소에서 그
렇게 죽어야 했을까?”에 촛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즉, 성경인물의 성품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촛점을 맞
추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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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존재이다.” “노아가 심판을 면한 것은 그가 의로
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었다.” “노아는 당연히 구원받을 자격을 갖추었다.” “요셉의 형들은 모두 나쁜 사
람들이고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우리는 그의 삶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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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편과 51 편을 만들었고, 인간은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을 받는 존재임을 가르쳤습니다.
셋째, 성경을 읽을 때 시대착오에 빠져서는 안됩니다. 성경의 사건은 최소 2000 년전 이전의 사
건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 문화, 풍습, 가치관, 윤리, 미덕 등등은 모두 현대사회와는 판이하게 다릅
니다. 또한, 성경을 기록하는데 사용된 언어인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단어, 문법, 문학적인 틀은 지금의
그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따라서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의 사회문화, 그 당시의 문
학, 그 당시의 단어를 이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신학을 공부한 분들도 성경의 모든 내용
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더더군다나 평신도들이 이를 정확히 알아 내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읽을 때 잘
못된 해석의 함정을 벗어날 길은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경에 쓰인 내용들이 우리들이
이해하는 배경들이나 단어들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대로 원
래 의미를 살려 주는 정보를 활용하여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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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많은 설정, 비유, 은유
적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 주기 위해 때로는 초월적인 능력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인간들의 삶을 통해 자신의 뜻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하나님께서 진리
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베드로가 물위를 걸었다고해서 믿음이 있으면 모든 사람이 물위를
걸을 수 있다는 설명은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에서
물위를 걷도록 한 예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그 뜻을 찾아 내는 것이 올바른 성경
읽기 입니다.
마지막으로 올바른 신앙관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입
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구속사역을 통해 구원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
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
리고 하나님아들의 구속사역에 의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의 인도로 이 세상을 살아 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큐티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에 의해 인도받기 위한 그리스도인들의 최소한의 노력
입니다. 큐티란 성령에 의해 인도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육신의 일을 벗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가는
과정에 필요한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올바른 신앙관을 갖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온전한 신앙관이 무엇일까요? 첫째,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심을 자기자신에서 그리스도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으며, 삶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고 고통할 수도 있습니
다. 미성숙한 분들은 그러한 삶의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으로부터 없애려고 애를 쓰고
힘들어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으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예
를들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 내 몰리게 되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 라
는 질문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성숙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아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려고 노
력하는 것,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자
세입니다.
둘째, 올바로 된 큐티를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석
된 글을 읽기를 즐겨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상황으로 들어가 왜 그런 상황이 벌
어졌는지를 파악하는 일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그에 대한 답을 하나님의 입장에
서 생각해 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들어, 마가복음 4 장 35 절부터 41 절에는 풍랑을 잠잠케하
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루종일 설교를 하신 예수님은 굳이 밤에 제자들과 함께
배로 거라사인의 땅으로 건너 가십니다.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는데도 예수님은 잠을 주무시고 계셨
습니다. 반면에 제자들은 풍랑으로 인해 거의 죽게 될 정도로 고생을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워
예수님은 풍랑을 잠잠케 합니다. 올바른 큐티를 위해서는 왜 예수님은 굳이 그 밤에 제자들을 풍랑속
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예수님은 왜 그 풍랑가운데에서 잠이 드셔서 제자들이 고생하도록 방치하셨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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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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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내는 것이 힘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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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신 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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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 년동안 에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
어 내신 출애굽 사건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에 농노릇하는 인류를 구원한 사건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로 연결하여야 한다는 말이지요. 이같이 그리스도 중심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좀더 명확하게 볼 수있을 것입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B2B 를 활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늘의 성경 본문을 읽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은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될 수 있는대로
본문이 포함된 장 전체를 읽으십시오. 예를들어 창세기 12 장 1~4 절이 오늘의 본문이라면 창세기 1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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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
을 적어야 합니다. 큐티책에서 던지는 질문에 대해 될 수 있는대로 충실히 따라 답을 적어 보십시오.. (이
를 위해 당일 큐티를 프린트하셔서 공부를 하시거나 별도의 노트를 준비하시는 것도 매일매일 큐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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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
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 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 5:12~14).
이 큐티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점점 장성한 신자로 성숙되어 가는데 도움이 되는
길잡이 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14 년 11 월
Mi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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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과의 분쟁 (주일)
오늘의 본문 (창13:3~9)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벧엘에 이르며 벧엘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
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8.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3.
4.
5.
6.
7.

원어해석하기
(3 절) 그는 네게브에서 떠나 벧엘까지 이동했습니다. (ֵּית־אל
ֵ֑ ֵּ ) ַויֵּלְֶך ְל ַמ ָּס ָָּ֔עיו ִמנֶגֶב ְועַד־ב
벧엘과 아이 사이에 있는, 그가 처음으로 장막을 쳤던 장소까지,
()עַד־ ַהמָּקֹום ֲאשֶר־ ָּהי ָּה שָּם ָאהֳֹלה בַתְ ִח ָָּ֔לה בֵּין בֵּית־אֵּל ּובֵּין ָּהעָּי
(4 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장소까지, ()אֶל־מְקֹום ַה ִמז ְ ֵָּ֔ב ַח ֲאשֶר־ ָּעשָּה שָּם ב ִָּראש ָֹּׁנֵ֑ה
아브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 ַויִק ְָּרא שָּם ַאב ְָּרם ְבשֵּם י ְהוָּה
(5 절) 또한 아브람과 함께 온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 ְוגַם־ל ְָ֔לֹוט הַהֹׁלְֵּך אֶת־ַאב ָּ ְֵ֑רם ָּהי ָּה צ ֹׁאן־ּו ָּבקָּר וְא ֹׁ ָּהלִים
(6절) 그 땅은 그들이 함께 거주하기에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שבֶת יַח ָּ ְֵ֑דו
ֶ ָָּארץ ָּל
ֶ )וְֹלא־נָּשָּא א ֹׁתָּם ה
왜냐하면, 그들의 소유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כִי־ ָּהי ָּה ְרכּושָּם ָָּ֔רב
그들은 함께 거주할 수 없었습니다. (שבֶת יַחְדָּו
ֶ )וְֹלא יָּכְלּו ָּל
(7절) 그래서 아브람의 가축을 치는 목자와 롯의 가축을 치는 목자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ה־לֹוט
ִ ) ַויְה
ֵ֑ ִי־ריב בֵּין רֹׁעֵּי ִמ ְקנֵּה־ַאב ְָָּ֔רם ּובֵּין רֹׁעֵּי ִמ ְקנ
게다가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ארץ
ֶ ) ְו ַה ְכנַ ֲענִי ְו ַהפ ְִר ִָ֔זי ָאז יֹׁשֵּב ב
(8 절) 아브람은 롯에게 말했습니다. ()וַי ֹׁאמֶר ַאב ְָּרם אֶל־לֹוט
나와 너 사이에, 나의 목자와 너의 목자 사이에, 다투게 하지 말자.
()ַאל־נָּא תְ הִי מ ְִריבָּה בֵּינִי ּובֵּי ֶָ֔ניָך ּובֵּין רֹׁעַי ּובֵּין ר ֶ ֵֹׁ֑עיָך
왜냐하면, 우리는 한 형제(친족-가족)이기 때문이다. ()כִי־ ֲאנָּשִים ַאחִים ֲאנָּחְנּו
(9 절) 네 앞에 모든 땅이 있지 않으냐? (ָָּארץ ְל ָּפ ֶָ֔ניָך
ֶ )הֲֹלא ָּכל־ה
나에게서 떨어지게 되라. () ִהפ ֶָּרד נָּא ֵּמע ָָּּלֵ֑י
네가 좌하면 나는 우가 되는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가 되는 것이다.
(ש ְמאִילָּה
ְ )אִם־ ַהשְמ ֹׁאל ְואֵּי ִָ֔מנָּה ְואִם־ ַהיָּמִין ְו ַ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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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아브람은 애굽을 떠나 벧엘과 아이 사이에 있는 자신이 처음 장막을 첫던 그곳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내용만 읽으면 아브람의 일상이 매우 자연스럽
고 평화롭게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 공동체는 내부적으로 갈등이 심화됩니다. 아브람은 조카
롯과 갈등을 빚게 되고 결국 그와 헤어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전에 조금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롯은 아브람의 동생
하란의 아들입니다. 하란이 일찍 고향에서 죽었고 그래서 아브람이 그를 돌보게 되었습니다. 이 롯은
아브람에게 아들이나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아무리 그렇다하더라도 아브람이 하나님의 부르심
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에서 롯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롯과 관련된 이야기가 무려 네개의 장(13, 14, 18, 19장)에서 다루어 지고 있
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왜 이토록 롯의 이야기를 비중있게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 19
정의 내용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3 절과 4 절은 아브람의 이동경로와 그가 어디에 정착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문학적으로는 12
장 7~9절과 짝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2:7~9 을 읽으시고 공통점을 찾아 보십시오.

5 절과 6 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람 뿐 아니라 롯에게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습니다. 이제 롯도 어엿
하게 자신만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사실 애굽에 내려가기 전까지 롯은 아브람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도 애굽에서 많은 소유를 얻어 독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
다. 롯이 스스로 독립하여 자신의 삶을 꾸려갈 수 있게 된 사실이 아브람의 생애에 어떤 영향을 줍니
까? 그리고 나중에 약속의 자녀를 낳게 되는 것과는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은 묵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이 없는 아브람은 내심 조카 롯을 상속
자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브람의 그러한 생
각과 하나님의 뜻은 달랐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롯을 부유하시는 방법을 사용해서 아브람과 헤어
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을 만드셨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애굽에서 바로가 아브람에게 준 그 재산
을 환수하지 않고 그냥 내어 보낸 사건으로 인해 아브람과 롯은 헤어질 수 밖에 없는 운명을 맞게 되
었습니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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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절을 읽으십시오. 급기야 아브람과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
시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있었습니다. 그 땅에는 아브람의 가족 뿐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도 함께 거
하였기 때문에 갑자기 재산이 불어난 아브람 일행 모두를 수용하기에는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소유의 많음으로 인한 갈등으로 인해 어떠한 일이 파생되며 이후에 약속의 자녀들
인 이스라엘과 이들간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당신이 알고 있는 것을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갈등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이 갈등이 이후 펼쳐지는 아브람의 인생여정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다 주었을까요?

8 절과 9절을 읽으십시요. 급기야 아브람이 나서서 중재를 합니다. 중재라기 보다는 이제 헤어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입니다. 그외에 다른 대안이 방법이 없었으니까요. 사실 아브람은 조카
롯돠 헤어지는 것이 달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헤어질 수 밖에 없는 조건이 되자 그는 제안을 합니
다. 이제 더 이상 친족(가족)간에 싸우지 말고 서로 헤어지자는 것이지요.
9 절을 상세히 보면 아브람은 롯에게 제안을 하면서 “가라”고 하지 않고 “우리 둘이 분리되자”라는
제안에 가까운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나는 자연스럽게 오른쪽이 되는 것이고
네가 오른 쪽을 택하면 자연스럽게 왼쪽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브람을 읽으면
서 아브람의 양보심이나 대범함을 발견하면 안됩니다. 오히려 이들이 이처럼 헤어질 수 밖에 없는 상
황을 읽으시고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떨어뜨릴 수 밖에 없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
니다.
아브람은 여전히 롯을 최대한 배려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 아브람의 롯에 대한 애정을 느낄 수 있
습니다. 아브람은 왜 이토록 롯을 아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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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주제

본문이포함하고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또는그리스도의구속(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하나님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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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이 소돔으로 가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창 13:10~13)
10.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땅과 같았더라
11.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 소돔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원어해석하기
(10 절) 롯은 그의 눈을 들어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 ַויִשָּא־לֹוט אֶת־עֵּינָּיו ַוי ְַרא אֶת־כָּל־ ִככַר ַהי ְַרדֵָּ֔ ן כִי ֻכלָּּה ַמש ֶ ְֵ֑ק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므로,
(שחֵּת י ְהוָּה אֶת־סְד ֹׁם ְואֶת־עֲמ ָָֹּׁ֔רה
ַ ) ִל ְפנֵּי
여호와의 동산과 같이, 이집트 땅과 같이 (물이 넉넉한 소알 방향의 요단 지역을),
() ְכגַן־י ְהוָּה ְכא ֶֶרץ ִמצ ְַָ֔רי ִם ב ֹׁ ֲאכָּה צֹׁעַר
(11 절) 롯은 요단 지역을 선택했습니다. () ַוי ִ ְבחַר־לֹו לֹוט אֵּת כָּל־ ִככַר ַהי ְַרדֵָּ֔ ן
롯은 동쪽으로 이동했습니다. (ִקדֶ ם
ֵ֑ ֶ ) ַויִסַע לֹוט מ
그래서 그들은 서로 떠났습니다. () ַויִפ ְָּר ָ֔דּו אִיש ֵּמעַל ָאחִיו
(12 절)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אב ְָּרם יָּשַב ְבא ֶֶרץ־כ ָּ ְֵ֑נעַן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거주하였습니다. ()וְלֹוט יָּשַב ְבע ֵָּּרי ַה ִכ ָָּ֔כר
그는 소돔까지 그의 장막을 옮겼습니다. () ַוי ֶ ֱאהַל עַד־סְד ֹׁם
(13 절) 소돔 사람들은 악했고,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습니다. ()וְַאנְשֵּי ס ְָ֔ד ֹׁם ָּרעִים ְו ַחט ִ ֵָּ֑אים לַיהוָּה מְא ֹׁד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은 아주 짧지만 창세기에 나오는 멸망을 택한 사람들의 보편적이고 깊은 이야기들이 들
어 있습니다. 창세기는 결국은 파멸의 길로 들어선 사람들의 보편적인 모습들을 특정한 단어들을 사
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롯이 소돔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그 단어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아브람의 제안이 끝나자 롯은 소돔을 선택하여 아브람을 떠납니다. 롯의 선택기준은 아
주 간단합니다. 자신의 눈에 좋은 것을 따랐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상세히 살펴보면서 이들이 어떠한
유혹을 당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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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절을 읽어 보십시요. 롯의 반응은 거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입니다. 그는 장소를 찾기 위해 두리번
거리지 않았습니다. 삼촌 아브람의 제인을 받자마자 즉시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의 주요 도시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아직 그 도시가 여호와에 의해 멸망당하기 전이었으므
로 그 곳은 롯의 눈에 “여호와의 동산 같이, 애굽 땅 같이” 물이 넉넉한 지역이었습니다.
우리는 에덴동산이 물의 발원지였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네개의 강이 에덴으로부터 흘렀습
니다. 그리고 애굽은 그 가뭄에도 불구하고 나일강이 흐르고 있어 늘 물이 풍부하였습니다. 물은 목
축하는 사람들에게 필수적인 것입니다. 물이 많다는 것은 그들에게 축복이었습니다. 롯은 평소에 이
미 마음 속에 그 곳을 동경하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늘 마음 속에 그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물론 아
브람도 그곳을 보았을 것입니다. 물이 그렇게 풍부하다면 아브람과 롯 둘 모두 소돔지역으로 옮겨도
될 것 같은데 왜 아브람은 그곳에 남았을까요?

창세기 3 장을 보면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읽으십시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창 3:6).
이 말씀과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보고 반응한 것과 유사점을 발견하여 적어 보십시요.

11 절~13절을 읽으십시요. 롯은 요단지역을 선택했고, 동쪽을 향해 갔습니다. 결국 둘은 헤어지게 되
었습니다.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게 되었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에 거주하였습니다. 이러한
거주 패턴은 이후 아브람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음 말씀을 읽으시고 그 유사점을 적
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의 거주지역: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해로이 근처에 거
하였더라” (창 25:11).
“이스마엘은 향년이 일백 삼십 칠세에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
은 하윌라에서부터 앗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
라” (창 25:17-18).
야곱과 에서의 거주지역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
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두 사람의 소유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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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
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창 36:6-8).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창 37:1).
위 말씀을 읽으시고 공동점을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에서와 야곱이 함께 거하지 못하고 헤어
지게 된 계기가 그들이 원수지간이라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재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
다는 사실에 주목하십시오. 아브람과 롯이 헤어지게 된 것과 너무도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유사점을 찾아 적어 보세요. 그리고 결국 약속의 땅에 거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11 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요. 롯은 “동쯕을 향하여 갔다”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동쪽으
로 간 사람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다음 말씀들을 읽으십시요.
아담: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
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 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
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 3:23-24).
가인: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창 4:16).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
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창 11:1-2).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를 지은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들은 한결같이 동쪽으
로 갔습니다. 롯이 동쪽으로 갔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를 자신의 말로 설명해 보십시요.

인간들이 보기에 [그리고 실제로] 동쪽은 기회의 땅입니다. 당연히 인간들에게 편안하고 안락한 생
활을 보장하지요.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런 땅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롯은 그것을 따른 것입니다.
인간들은 좋은 것, 옳은 것, 자신의 가치를 높여 준다고 여겨지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얻어 내려고
애를 씁니다. 반대로 자신들의 판단에 나쁘고, 그르고, 자신의 가치를 깎아 내린다고 생각하는 것들
은 어떻게 해서든지 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
는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보기에 좋은 것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당장 자신을 불편하게 하는 것
은 언제든지 떠나고자 합니다. 당신이 지금 간절히 얻고자 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제발
사라졌으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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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주제

본문이포함하고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구속(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하나님의뜻

12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언약과 가나안 땅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13:14~18)
14.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
남북을 바라보라
15.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17.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주리라
18.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
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원어해석하기
(14 절)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וַיהוָּה ָאמַר אֶל־ַאב ְָּרם ַאח ֲֵּרי ִהפ ֶָּרד־לֹוט ֵּמע ִָ֔מֹו
너는 눈을 들어 네가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네게브), 그리고 동쪽과 서쪽(바다)를
바라보라.
(ּור ֵָּ֔אה מִן־ ַהמָּקֹום ֲאשֶר־אַתָּ ה ָּ ֵ֑שם צָּפֹׁנָּה ָּונֶגְבָּה ָּוקֵּדְ מָּה ָּויָּמָּה
ְ )שָּא נָּא עֵּינֶיָך
(15절)
내가 네게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그리고 네 자손에게 영원히 줄 것이다.
(ָָּארץ ֲאשֶר־אַתָּ ה רֹׁאֶה לְָך אֶתְ ֶ ֵ֑ננָּה ּו ְלז ְַרעֲָך עַד־עֹולָּם
ֶ )כִי אֶת־כָּל־ה
(16 절)
내가 네 자손을 땅의 티끌 같게 할 것이다. (שמְתִ י ֶאת־ז ְַרעֲָך ַכ ֲעפַר ה ָּ ֵָּ֑א ֶרץ
ַ ) ְו
만약 사람이 땅의 티끌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손도 셀 수 있을 것이다.
() ֲאשֶר אִם־יּוכַל אִיש ִלמְנֹות אֶת־ ֲעפַר ָּה ָָּ֔א ֶרץ גַם־ז ְַרעֲָך י ִ ָּמנֶה
(17 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봐라. (ְָארכָּּה ּול ְָּרח ָּ ְֵ֑בּה
ְ )קּום הִתְ ַהלְֵּך ָּב ָָּ֔א ֶרץ ל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כִי לְָך אֶתְ נֶנָּה
(18 절) 아브람은 장막을 옮겼습니다. () ַוי ֶ ֱאהַל ַאב ְָּרם
그는 이동하여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거주했습니다.
() ַוי ָּב ֹׁא ַויֵּשֶב ְבאֵֹּלנֵּי ַממ ְֵּרא ֲאשֶר ְב ֶחב ְֵ֑רֹון
그는 그곳에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습니다. () ַויִבֶן־שָּם ִמזְ ֵּב ַח לַיהוָּה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그가 거주하는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자신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하나
님은 그에게 정확한 땅의 위치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 줄 그 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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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하여 가라” (창 12:1)명령하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함께 살던 롯이 아브람의 곁을 떠닌 지금
하나님은 다시한번 자신의 언약을 확인하여 주며 아브람이 서 있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이 지시할 땅
이었음을 말씀하십니다.
14 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무엇이라고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너는 눈을 들어…바라 보아라”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명령은 롯의 행동과
완전히 대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은 롯의 행동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은 그의 눈을 들어 물이 넉넉한 요단 지역을 바라보았습니다” (창 13:10).
롯은 자발적으로 눈을 들어 자신이 원하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눈
을 들게 되었고 하나님이 바라보라는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둘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인
도함을 받는다 것의 의미를 다시한번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아브람을 택한
것이지 조카 롯을 택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
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따라 자신의 거치를 높이는 사람들입니
다. 당신은 어떠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당신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특급 도우미에 불과
한 분은 아닌가요? 당신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을 곰곰히 생각해 보십시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기도인지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14 절부터 17 절을 읽으십시요. 14 절부터 17 절의 문장 구조는 교차배열구조 (Chiastic Structure)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문장구조부터 살펴 보겠습니다 (핵심 키워드만 보십시오.)
A: 내가 줄 것이다 (15 절)
B: 너의 자손 (15절)
C: 땅의 티끌 (16절)
C’: 땅의 티끌 (16절)
B’:너의 자손 (16 절)
A: 내가 줄 것이다 (17 절)
저자는 위의 핵심단어들을 교대로 배열하여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우선 땅을
주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인간들이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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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약자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선언하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이점을 아브람에게 강조
하고 계십니다. 다시 롯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롯의 결정에 어떠한 개입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롯은 철저하게 자신이 주체가 되어 행동합니다. 반대로 아브람은 철저하게 자신이
무시 당하고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주
권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지 인간들이 그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향해 어떤 결정을 내리시면 당신이 기도나 간구 또는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
십니까? 당신의 견해를 적어 보십시요.

14 절부터 17절에는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12장 1절로 3절까
지의 언약을 반복하고 계십니다.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 적어 보십시요. 그 약속이 일
방적 선언입니까? 아니면 쌍방간의 권리와 의무가 있는 쌍방계약입니까?

이 언약에서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하는 것, 가나안 땅을 아브람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야 하는
의무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람이 이러한 언약의 은혜를 누리기 위한 어떤 조건을 제시하셨습니까? 아니면 무조건
적으로 아브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만약, 아브람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취소할까요?)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 해보시기 바랍니다.

18 절은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후 아브람의 반응이 어떠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처를
헤브론-마므레로 옮깁니다. 이 헤브론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대표적
으로는 다윗이 이 헤브론으로 올라가 거기서 즉위식을 거행합니다 (삼하 2:1~4삼하 5:3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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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주제

본문이포함하고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구속(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하나님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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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 포로가 된 롯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14:1~12)
1.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왕 디달이
2.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
니라
3. 이들이 다 싯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더라
4. 이들이 십이년 동안 그돌라 오멜을 섬기다가 제 십삼년에 배반한지라
5. "제 십사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
에서 수스족속을, 사웨기랴다임에서 엠족속을 치고"
6.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7.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8.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싯딤 골짜기에서 그들
과 접전하였으니
9.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왕 아리옥 네 왕
과 교전하였더라
10. 싯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
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11.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12.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원어해석하기
(1 절)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의 시대에,
(ַאריֹוְך ֶמלְֶך ֶאל ָּ ֵָּ֑סר כְדָּ ְרלָּעֹׁמֶר ֶמלְֶך עֵּילָּם וְתִ דְ עָּל ֶמלְֶך גֹו ִי ֶֽם
ְ שנְעָּר
ִ ) ַויְהִי בִימֵּי ַאמ ְָּרפֶל מֶ ֶֽלְֶך־
(2 절) 그 왕들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עָּשּו ִמ ְל ָּחמָּ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אֶת־ב ֶַרע ֶמלְֶך סְד ֹׁם ְואֶת־ב ְִרשַע ֶמלְֶך עֲמ ָּ ֵֹׁ֑רה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왕 (소알 왕)과,
(ִיא־צ ֹׁעַר
ֶֽ ש ְמ ֵּאבֶר ֶמלְֶך צְבֹׁי ִים ּו ֶמלְֶך ֶבלַע ה
ֶ שנְָאב ֶמלְֶך ַאדְ מָּה ְו
ִ )
(3 절) 이들 모두는 싯딤 골짜기 (염해-바다)에 모였습니다.
(חבְרּו אֶל־ ֵּעמֶק ַהש ִ ִֵ֑דים הּוא י ָּם הַמֶ ֶֽלַח
ֶֽ ָּ ) ָּכל־ ֵּאלֶה
(4 절) 12 년 동안 그들은 그돌라오멜을 섬겼습니다. (שנָּה ָּעבְדּו אֶת־כְדָּ ְרל ֵָּ֑ע ֹׁמֶר
ָּ )שְתֵּ ים ֶעש ְֵּרה
그러나, 13년 되는 해에 그들은 반란을 이르켰습니다. (שנָּה מ ָּ ֶָּֽרדּו
ָּ )ּושְֹלש־ ֶעש ְֵּרה
(5 절) 14 년 되는 해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은 일어나 공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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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절)
(7 절)

(8 절)

(9 절)

(10 절)

(11 절)
(12 절)

(שנָּה בָּא כְדָּ ְרלָּעֹׁמֶר ְו ַה ְמ ָּלכִים ֲאשֶר אִתֹו ַוי ַכּו
ָּ ְַארבַע ֶעש ְֵּרה
ְ )ּוב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파임 족속을, (ֶת־ר ָּפאִים ְב ַעשְתְ ר ֹׁת ק ְַרנַי ִם
ְ )א
함에서 수스 족속을, () ְואֶת־הַזּוז ִים ב ָּ ְֵ֑הם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תי ִם
ֶֽ ָּ שוֵּה ק ְִרי
ָּ ) ְואֵּת ָּהאֵּימִים ְב
세일 산에서 보리 족속을, () ְואֶת־הַח ִֹׁרי ְבה ְַר ָּרם ש ִ ֵֵּ֑עיר
(그리고 멀리) 광야에 있는 엘바란까지, (ָּארן ֲאשֶר עַל־ ַהמִדְ בָּ ֶֽר
ָּ )עַד אֵּיל פ
그들은 돌아서서 앤미스밧(가데스)로 가서, 공격했습니다.
(שפָּט הִוא קָּדֵּ ש ַוי ַכּ֕ ּו
ְ ) ַויָּשֻבּו ַוי ָּב ֹׁאּו אֶל־עֵּין ִמ
아말렉 족속의 모든 땅을, ()אֶ ֶֽת־כָּל־שְדֵּ ה ָּה ֲע ָּמל ִ ֵֵּ֑קי
또한 하사손다말에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을, (ְחצְצ ֹׁן תָּ מָּ ֶֽר
ֶֽ ַ ) ְוגַם אֶת־ ָּהאֱמ ִֹׁרי הַיֹׁשֵּב 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소알 왕)은 나왔습니다.
(ִוא־צ ֹׁעַר
ֵ֑ ) ַויֵּצֵּא מֶ ֶֽלְֶך־סְד ֹׁם ּו ֶמלְֶך עֲמ ָֹּׁרה ּו ֶמלְֶך ַאדְ מָּה ּו ֶמלְֶך צְבֹׁי ִים ּו ֶמלְֶך ֶבלַע ה
그리고 그들은 싯딤 골짜기에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 ַו ַיֶֽע ְַרכּו אִתָּ ם ִמ ְל ָּחמָּה ְב ֵּעמֶק ַהשִדִ ֶֽים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의 전쟁
을, (ְַאריֹוְך ֶמלְֶך ֶאל ָּ ֵָּ֑סר
ְ שנְעָּר ו
ִ )אֵּת כְדָּ ְרלָּעֹׁמֶר ֶמלְֶך עֵּילָּם וְתִ דְ עָּל ֶמלְֶך גֹוי ִם וְַאמ ְָּרפֶל ֶמלְֶך
4명의 왕이 5 명의 왕에게 대항한 것인, (ִשֶֽה
ָּ ַאר ָּבעָּה ְמ ָּלכִים אֶת־ ַה ֲחמ
ְ )
싯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아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은 도망가다가 그곳에 빠졌습니
다. (ְלּו־שמָּה
ֵ֑ ָּ ) ְו ֵּעמֶק ַהשִדִ ים ֶבאֱר ֹׁת ֶבאֱר ֹׁת ֵּחמָּר ַויָּנֻסּו מֶ ֶֽלְֶך־סְד ֹׁם ַועֲמ ָֹּׁרה ַויִפ
나머지 왕들은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ארים ה ֶָּרה נָּ ֶֽסּו
ִ ) ְו ַהנִש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갔습니다.
(ָּל־רכֻש סְד ֹׁם ַועֲמ ָֹּׁרה ְואֶת־כָּל־ָא ְכלָּם ַוי ֵּלֵּ ֶֽכּו
ְ ) ַויִקְחּו אֶת־כ
그들은 아브람의 조카 롯을 사로잡고 그의 재물도 빼앗아 갔습니다.
(ֶת־רכֻשֹו ֶבן־ ֲאחִי ַאב ְָּרם ַוי ֵֵּּלֵ֑כּו
ְ ) ַויִקְחּו אֶת־לֹוט ְוא
롯은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וְהּוא יֹׁשֵּב ִבסְדֶֹֽׁם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아브람과 롯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언약을 재 확인한 이
후에 롯이 거주하고 있던 소돔 땅이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그리고 그 전쟁 와중에 롯이 포
로로 잡혀가고 설상가상으로 그가 소유했던 모든 재물이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의 독자들인 우리들이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점이 있습니다. 분명 창세기 14 장은 롯이
아닌 아브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람을 통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가
느냐를 보여 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중요하지도 않은 이 전쟁이야기를 게다가 그 전쟁에 참여한 이
방왕들과 족속들의 이름을 너무도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냥 전쟁이 나서 아브람의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혀갔다고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은데 매우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굳이 이들을
이토록 상세하게 설명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상세하게 설명하는데는 무언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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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로 4절을 읽으십시오. 4절 상반절까지 첫번째 전쟁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동방의 왕들이 연합
하여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속한 지역을 속국으로 삼은 전쟁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들을 잘 알 수 없
으나 시날 왕이 등장하는 것을 보면 바벨론 지역의 왕들이 침공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차지하였으며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있던 왕들은 그들에게 조공을 바쳐 온 것으로 추
정됩니다.
그런데 잘 조공을 바치던 이들이 갑자기 변심을 하여 반란을 일으킵니다 (4절 하반절 참조). 이 때가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이주하였던 때였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연대를 모르나 롯은 아마도
조공을 바친 시기보다는 반란을 일으킨 그 시점에 그곳으로 이주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보기에는 여
호와의 동산같고 애굽 땅 같은 그곳이었지만 당시 정치적인 상황 사회적 상황은 풍전등화와 같은 시
기였습니다. 겉보기에 화려하고 멋있어 보이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신은 롯과 같은 경험이 없었습니까? 혹시 있다면 간단하게 기억을 되살려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5 절부터 7절을 읽으십시오. 여기에는 동방왕 연합군이 일으킨 두번째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르파임 () ְר ָּפאִים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르파임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 족을 일컽는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만난 족속 중 바산 왕 옥 (신
1:4, 3:11, 13참조)이 이 족속의 후손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만나게 될 아낙자손들
이 또한 이 거인족에 속합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최초로 광야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이나 족속들이 어떻게 되었
는지를 당시 이 이야기를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들으면 아주 새로운 의미를 발견할 수 있
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살고 애굽에서 나온 성인들이 모두 광야에서 죽게된
사건도 아낙자손의 후예들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민 13:32-33참조). 이웃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며 광
야생활을 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의 본문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요?

8 절부터 12절을 읽으십시오. 여기에는 전쟁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는 각 지역명에
주목해서 읽어야 할 것입니다. 첫번째 소돔과 고모라왕 연합군이 싯딤골짜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
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후 염해로 변한 그곳에 모였습니다. 여기에는 벨라왕(소알왕)이 함께 참
여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은 역청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런데 벨라왕(소알왕)과 나머지 두왕은
산으로 도망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 두 도시에 거주하던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롯과
그의 두 딸만 겨우 살아남아 소알로 도망칩니다. 우리는 내용이 너무 유사하게 닮이 있음을 알 수 있
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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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롯은 사로잡혀가고 그가 소유했던 (그 소유때문에 삼촌 아브람과 헤어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
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들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이 롯의 이야기는 오늘날 그
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주제

본문이포함하고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구속(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하나님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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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람의 올인(All-In) (목요일)
오늘의 본문
13.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14.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 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삼백십팔인을 거느리고 단까
지 쫓아가서
15. 그 가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16.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 왔더라

원어해석하기
(13 절) 도망친 사람이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וי ָּב ֹׁא ַה ָּפלִיט ַויַגֵּד לְַאב ְָּרם ָּה ִעב ִ ְֵ֑רי
아브람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וְהּוא שֹׁכֵּן בְאֵּ ֶֹֽלנֵּי ַממ ְֵּרא ָּהאֱמ ִֹׁרי
아브람과 동맹한 에스골과 아넬의 형제인 (마므레)
() ֲאחִי ֶאשְכ ֹׁל ַו ֲאחִי ָּענֵּר ְוהֵּם ַב ֲעלֵּי ב ְִרית־ַאב ָּ ְֶֽרם
(14 절) 아브람은 그의 조카가 붙잡힌 소식을 들었습니다.(ָאחיו
ְ ִשמַע ַאב ְָּרם כִי נ
ְ ִ ) ַוי
ֵ֑ ִ שבָּה
그는 그의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318명의 훈련된 사람과 함께 나가서, 단까지 추격했습니다.
() ַוי ֶָּרק אֶת־ ֲחנִיכָּיו יְלִידֵּ י בֵּיתֹו שְמֹׁנָּה ָּעשָּר ּושְֹלש מֵּאֹות ַוי ְִרד ֹׁף עַד־דָּ ֶֽן
(15 절) 그와 그의 종들은 나뉘어서 밤에 그들을 쳐부셨습니다. () ַוי ֵּ ָּחלֵּק ֲעלֵּיהֶם ַליְלָּה הּוא ַו ֲעבָּדָּ יו ַוי ֵַּכֵ֑ם
다메섹 왼쪽의 호바까지 추격했습니다. () ַוי ְִרדְ פֵּם עַד־חֹובָּה ֲאשֶר ִמשְמ ֹׁאל לְדַ מָּ ֶֽשֶק
(16 절) 그는 (빼앗겼던) 모든 재물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 ַו ָּּ֕ישֶב אֵּת כָּל־ה ְָּר ֻכֵ֑ש
또한 그는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ורכֻשֹו ֵּהשִיב
ְ ) ְוגַם אֶת־לֹוט ָאחִיו
또한 여자들과 사람들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 ְוגַם אֶת־ ַהנָּשִים ְואֶת־ה ָָּּעֶֽם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전쟁이 나고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이 도망쳐 온 사람로부터 아브람에게 들렸습니다. 그러자 아브라
은 동맹군을 만들어 자신이 그동안 훈련했던 사람들과 함께 그들을 추격하여 롯을 포함하여 빼앗겼
던 모든 것을 되찾아 왔습니다. 성경은 이 글을 아브라함의 용맹함과 철저한 준비성을 칭찬할 목적으
로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왜 아브람이 이처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자신
의 목숨까지 내 놓고 롯을 구출하려 했느냐?”에 촛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단순히 자신이 아끼는 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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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곤란한 상황에 빠져서 그는 그렇게 행동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한다는 인
간적인 논리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됩니다. 아브람의 이같은 행동의 이면에는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의 내면의 생각들이 있습니다.
13 절을 읽으십시오. 여기에서는 “히브리사람”과 “아모리 족속”이 대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서 히브리사람이라는 말이 여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아브람은 아모리 족속이 살
고 있는 헤브론 근처 마므레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굳이 아브람을 마므레 사람들과 구분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자가 아브람의 정체성을 “히브리 사람”이라고 아모리 사람과 구별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참고로 ‘히브리’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를 일컫는데 사용
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이 이스라엘인이 아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단어였습니다. 특별
히 이집트 사람들이 건너 온 사람들 (이집트 내의 이방인)이라는 의미로 사람을 낮추어 부르던 말입
니다 (창 39:14, 출 1:15~16참조).] 그렇다면 왜 여기서 굳이 아브람을 그냥 부르지 않고 “히브리 사람”
이라고 불렀을까요?

창세기에서 아브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또한 그렇게 선택받은
자로 살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마므레에 살면서도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그들과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여 살았을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람”이라는 표현에서 그의 정체성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주위 사람
들과 평화롭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정체성 만은 분명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기 때문입니다.
14 절과 15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람은 조카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의 집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318명의 훈련된 사람들을 직접 데리고 그들의 뒤를 쫓습니다. 단까지, 그리고 다메섹 호바까
지 그들을 쫓아 갑니다. 사실 성경을 읽는 우리들은 아브람이 결국 승리했다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아브람의 입장으로 돌아가 보기로 하지요. 정말 아브람은 승리를 확신했을까요? 상대
방은 동방의 왕들의 연합군입니다.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 다섯왕의 연합군을 궤멸시겼습니다. 아마
사기는 하늘 높은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아브람은 이웃의 연합군과 사병으로 대적한 것입니
다.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던져 보아야 합니다. 왜 그가 그토록 위험한 전쟁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
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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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람은 자신이 길러낸 용사의 숫자가 318명이라고 했습니다. 이 숫자는 한 개인이 훈련하고 보유
하기에는 너무도 큰 숫자입니다. 아브람이 단 시간내에 이렇게 막강한 세력을 만들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왜 아브람은 롯을 구출하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을까요? 어쩌면 그는 자신이 전사할 수도 있
었습니다. (상속자라는 단어를 기억하면서 질문에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6 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람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 놓았습니다. 16 절은 해피엔딩의 전형을 보
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해피엔딩일까요? 일단 16절의 문장구조 (교차배열구조)부터 살펴보
겠습니다.
A: 그는 모든 재물을 도로 가져왔습니다.
B: 그는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A’: 여자들과 사람들을 (다시 데려왔습니다.)
위 문장구조를 보면 롯과 그의 제물들이 가장 가운데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가 나머지
도로 가져온 재물들과 여자들과 사람들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떠났을까요? 그리
고 아브람과 함께 살게 되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아브람이 얻은 것은 롯을 구출
해냈다는 사실 하나 뿐입니다. 나중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겨우 목숨만을 건지게 되고,
딸들과의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 아브람의 후손들에게는 가장 핵심적인 반대세력이 되고 맙니다. 그
렇다면 이 전쟁을 통해 아브람이 얻은 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람은 여전히 아이가 없었습니다. 전쟁으로부터 집으로 돌아 온 아브람은 창세기 15장에서 하나
님게 불평을 늘어 놓습니다. 그 불평 가운데에서 그가 롯을 구출하는데 모든 것을 걸었던 이유를 발
견합니다. 계속해서 공부를 하면서 아브람의 믿음을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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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주제

본문이포함하고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구속(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하나님의뜻

24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소돔왕과 멜기세덱 (1)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14:17~24)
17.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곡
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
더라
19.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
서 십분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21.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22.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무론 한 실이나 신들메라도 내
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24.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
깃을 취할 것이니라

원어해석하기
(17 절) 소돔 왕이 그를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 ַויֵּצֵּא מֶ ֶֽלְֶך־סְד ֹׁם ִל ְק ָּראתֹו
그가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후에,
()ַאח ֲֵּרי שּובֹו ֵּמהַכֹות אֶת־כְדָּ ר־לָּעֹׁמֶר ְואֶת־ ַה ְמ ָּלכִים ֲאשֶר א ִֵ֑תֹו
사웨 골짜기 (왕의 골짜기) 에서, (שוֵּה הּוא ֵּעמֶק הַמֶ ֶֽלְֶך
ָּ )אֶל־ ֵּעמֶק
(18 절)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שלֵּם הֹוצִיא ֶלחֶם ָּו ָּ ֵ֑יי ִן
ָּ )ּו ַמ ְלכִי־צֶדֶ ק ֶמלְֶך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וְהּוא כֹׁהֵּן ְלאֵּל ֶע ְליֶֹֽון
(19 절) 멜기세덱이 아브람를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אמר
ֵ֑ ַ ) ַויְב ְָּרכֵּהּו וַי
복이 있기를 아브람에게, ()בָּרּוְך ַאב ְָּרם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소유자로부터 (ש ַמי ִם וָּאָּ ֶֶֽרץ
ָּ ) ְלאֵּל ֶעלְיֹון קֹׁנֵּה
(20 절)
찬송 받으시기를, ()ּובָּרּוְך
네 적들을 네 손에 붙이시는 “지극히 높이신 이”가, ()אֵּל ֶעלְיֹון ֲאשֶר־ ִמגֵּן צ ֶָּריָך ְבי ֶ ֵָּ֑דָך
아브람은 전체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 ַוי ִתֶ ן־לֹו ַמ ֲעשֵּר מִכֶֹֽׁל
(21 절) 소돔왕이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וַי ֹׁאמֶר מֶ ֶֽלְֶך־סְד ֹׁם אֶל־ַאב ָּ ְֵ֑רם
사람은 나에게 주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תֶ ן־לִי ַהנֶפֶש ְוה ְָּרכֻש ַ ֶֽקח־לָּ ְֶֽ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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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절) 아브람이 소돔왕 에게 말했습니다. ()וַי ֹׁאמֶר ַאב ְָּרם אֶל־ ֶמלְֶך ס ְֵ֑ד ֹׁם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든다. (손을
들어 맹세한다.) (ש ַמי ִם וָּאָּ ֶֶֽרץ
ָּ )ה ֲִרימ ֹׁתִ י י ָּדִ י אֶל־י ְהוָּה אֵּל ֶעלְיֹון קֹׁנֵּה
(23 절)
실 한오라기나 심지어 신발 끈 하나도, 당신께 속한 어떤 것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ר־לְֵ֑ך
ָּ )אִם־מִחּוט ְועַד ש ְֶֽרֹוְך־נַעַל ְואִם־ ֶאקַח ִמכָּל־ ֲאש
그래서 당신이 “내가 아브람을 부유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וְֹלא ת ֹׁאמַר ֲאנִי ֶה ֱעש ְַרתִ י אֶת־ַאב ָּ ְֶֽרם
(24 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간 남자들의 몫(분깃)만 가질 것이다.
(ִתי
ֵ֑ ִ ) ִב ְלעָּדַ י ַרק ֲאשֶר ָאכְלּו ַהנְע ִָּרים ְו ֵּחלֶק ָּה ֲאנָּשִים ֲאשֶר ָּהלְכּו א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 그들의 몫(분깃)을 가질 것이다.
() ָּענֵּר ֶאשְכ ֹׁל ּו ַממ ְֵּרא הֵּם יִקְחּו ֶחל ָּ ְֶֽקם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롯을 구출하기 위한 전쟁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
어집니다. 먼저 역청구덩이에 빠져 있던 소돔왕이 그를 영접하러 나왔고, 살렘왕 멜리세덱이 나왔습
니다. 사실 살렘왕 멜기세덱은 스토리 전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이 분의 등장은
동방 연합군과 소돔 고모라 연합군이 전쟁을 하고 그 와중에 롯이 잡혀가게 되고 급기야 아브람까지
전쟁에 휘말리게 된 원인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이 전쟁이 단순히 부족연합과 부족연합의 싸움
이 아닌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 주시고자 한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번에 걸
쳐 오늘 본문의 의미에 대해 알아 볼 계획입니다.
17 절과 18 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람이 승리를 하고 돌아 올 때 소돔왕이 사웨골짜기 (왕의 골짜기)로
그를 마중나왔습니다. 그리고 역시 그에게 다른 왕이 나왔는데 그는 멜기세덱(의의 왕)이었습니다.
죄악의 상징처럼 되어 버린 소돔의 왕과 의의왕 평강의 왕인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맞으러 나온 것입
니다. 이 광경은 매우 상징적입니다. 어쩌면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이 앞으로 직면할 모습들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웨골짜기 (왕의 골짜기)는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있는 골짜기로 구체적으로는 힌놈의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로 이어지는 계곡을 말합니다. 이 골짜기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도망을
한 계곡이기도 하고 (삼하 15:23) 신약에 와서는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을 마친 후 감란산으로 가실 대
건넌 그 계곡입니다 (요 18:1). 한편 압살롬은 자신이 살아 있을 당시 이 골짜기에 자신을 위한 비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삼하 18:18). 앞으로 구속사에서 잊지 못할 일들이 일어나는 이 계곡에서 소돔왕
과 살렘왕(예루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 역사적 배경을 알고 나면 이 골짜
기에서 이날 일어난 이 일이 단순한 사건이 아님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8 절부터 20절을 먼저 멜기세덱이 아브람을 맞이 합니다. 그의 손에는 포도주와 방이 들려 있었습
니다. 그는 살렘왕 그러니까 평강의 왕이고, 그의 이름을 직역하면 의의 왕입니다. 또한 성경은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람을 축복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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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소유자로부터 복이 있기를 아브람에게!”
“네 적을 네 손에 붙이시는 ‘지극히 높으신 이’가 찬송받으시기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람을 축복하고 하나님이 찬송받으
시길 기원합니다. 여기서 멜기세덱은 “네 적을 네 손이 붙리시는 ‘지국히 높으신 이’라고 말하며 실제
로 그 적들을 손에 붙이신 분이 하나님임을 지목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우연히 벌어진 사건일까
요? 아니면 아브람과 그 후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자 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 아브람에게 무엇을 가르치고자 했을까요?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 모든 것의 십분의 일(열번째)을 주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브람이 모든 것 중
의 열번째를 드린 사건을 최초의 십일조 사건으로 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등장한 멜기세덱은 다시는 구약 역사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시편 110편에 한번 등장하나 그
것은 개인의 시에 등장하는 것이고 실제로 역사상에는 한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헤브
론에서 왕으로 기름부음을 받은 다윗이 이 예루살렘의 왕으로 등장합니다. 나중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대제사장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서 상세하게 알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21 절에서 24절을 읽으십시요. 소돔왕이 아브람에게 사람은 내게 주고 물건은 아르람이 가지라고 말
합니다. 이에 대해 아브람은 전혀 물건에 손을 대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이야기 합니다. 왜 아브람은
소돔왕에게 자신이 전쟁을 치르면서 들어간 것 외에 아무 것도 가지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까? 당
신의 생각을 말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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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주제

본문이포함하고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구속(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하나님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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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돔왕과 멜기세덱 (2)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14:17~24)
25.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곡
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26.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
더라
27.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28.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
서 십분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29.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30.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31.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무론 한 실이나 신들메라도 내
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32.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
깃을 취할 것이니라

원어해석하기
(17 절) 소돔 왕이 그를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 ַויֵּצֵּא מֶ ֶֽלְֶך־סְד ֹׁם ִלק ְָּראתֹו
그가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온 후에,
()ַאח ֲֵּרי שּובֹו ֵּמהַכֹות אֶת־כְדָּ ר־לָּעֹׁמֶר ְואֶת־ ַה ְמ ָּלכִים ֲאשֶר א ִֵ֑תֹו
사웨 골짜기 (왕의 골짜기) 에서, (שוֵּה הּוא ֵּעמֶק הַמֶ ֶֽלְֶך
ָּ )אֶל־ ֵּעמֶק
(18 절)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져왔습니다. (שלֵּם הֹוצִיא ֶלחֶם ָּו ָּ ֵ֑יי ִן
ָּ )ּו ַמ ְלכִי־צֶדֶ ק ֶמלְֶך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וְהּוא כֹׁהֵּן ְלאֵּל ֶע ְליֶֹֽון
(19 절) 멜기세덱이 아브람를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אמר
ֵ֑ ַ ) ַויְב ְָּרכֵּהּו וַי
복이 있기를 아브람에게, ()בָּרּוְך ַאב ְָּרם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의 소유자로부터 (ש ַמי ִם וָּאָּ ֶֶֽרץ
ָּ ) ְלאֵּל ֶעלְיֹון קֹׁנֵּה
(20 절)
찬송 받으시기를, ()ּובָּרּוְך
네 적들을 네 손에 붙이시는 “지극히 높이신 이”가, ()אֵּל ֶעלְיֹון ֲאשֶר־ ִמגֵּן צ ֶָּריָך ְבי ֶ ֵָּ֑דָך
아브람은 전체의 십분의 일을 그에게 주었습니다. () ַוי ִתֶ ן־לֹו ַמ ֲעשֵּר מִכֶֹֽׁל
(21 절) 소돔왕이 아브람에게 말했습니다. ()וַי ֹׁאמֶר מֶ ֶֽלְֶך־סְד ֹׁם אֶל־ַאב ָּ ְֵ֑רם
사람은 나에게 주고 물품은 네가 가져라 ()תֶ ן־לִי ַהנֶפֶש ְוה ְָּרכֻש ַ ֶֽקח־לָּ ְֶֽ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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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절) 아브람이 소돔왕 에게 말했습니다. ()וַי ֹׁאמֶר ַאב ְָּרם אֶל־ ֶמלְֶך ס ְֵ֑ד ֹׁם
하늘과 땅의 소유자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든다. (손을
들어 맹세한다.) (ש ַמי ִם וָּאָּ ֶֶֽרץ
ָּ )ה ֲִרימ ֹׁתִ י י ָּדִ י אֶל־י ְהוָּה אֵּל ֶעלְיֹון קֹׁנֵּה
(23 절)
실 한오라기나 심지어 신발 끈 하나도, 당신께 속한 어떤 것도 가지지 않을 것이다.
(ֶר־לְֵ֑ך
ָּ )אִם־מִחּוט ְועַד ש ְֶֽרֹוְך־נַעַל ְואִם־ ֶאקַח ִמכָּל־ ֲאש
그래서 당신이 “내가 아브람을 부유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וְֹלא ת ֹׁאמַר ֲאנִי ֶה ֱעש ְַרתִ י אֶת־ַאב ָּ ְֶֽרם
(24 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함께 간 남자들의 몫(분깃)만 가질 것이다.
(ִתי
ֵ֑ ִ ) ִב ְלעָּדַ י ַרק ֲאשֶר ָאכְלּו ַהנְע ִָּרים ְו ֵּחלֶק ָּה ֲאנָּשִים ֲאשֶר ָּהלְכּו א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는 그들의 몫(분깃)을 가질 것이다.
() ָּענֵּר ֶאשְכ ֹׁל ּו ַממ ְֵּרא הֵּם יִקְחּו ֶחל ָּ ְֶֽקם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오늘은 살렘왕 멜기세덱에 대해 좀더 깊게 알아 보고자 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벨기세덱은 갑자기 등장했다 사라진 인물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에 의해 반드시 아브라함 앞에 그 시간에 나타나소야 할 존재로 보아야 합니다.
오늘은 18절을 중심으로 멜기세덱의 의미를 좀더 깊게 살펴 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그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입니다.멜기세덱은 그의 이름이고 살렘왕은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의
미입니다. 성경은 그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כֹׁהֵּן ְלאֵּל ֶע ְליֶֹֽון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입니다.
먼저 히브리서는 소리글자가 아닙니다. 뜻 글자입니다. 뜻글자라는 것은 그 말 속에 의미를 담고 있
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아담’ ()ָאדָּ ם은 흙이라는 뜻으로 그가 흙으로부터 왔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와같이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살렘왕은 ‘평강의 왕’의 왕
입니다. 성경에서 ‘의의 왕’과 ‘평강의 왕’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 말일까요?

이사야서는 그리스도 구원자의 오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
절을 읽으십시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 ()שַר־שָּלֹום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שָּלֹום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צְדָּ קָּה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
루시리라” (사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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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서 말씀은 분명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을 설명하는 핵심단어
들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샬롬’과 ‘즈다카”입니다. 샬롬이 살렘이고 즈다카가 세덱입니다. 즉
예수님이 살렘왕이고 멜리세덱입니다. 그러나까 아브람에게 그 왕의 골짜기에서 만난 분이 바로 예
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우리를 찾아 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람은
자기 열심을 통해 롯을 구하고 인간적인 열심으로 통해 자신의 상속자를 구하고 있었고 롯을 구출하
려고 목숨을 건 이유도 바로 자신의 열심에 있었습니다. 자신의 열심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내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렇게 애쓰고 있는 아브람에게 의의왕 평강의 왕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
미할까요? 왜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의의 왕’이자 ‘평강의 왕’을 아브람에게 보냈을까요?

멜기세덱의 신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란 죄인인 인간들을 대신하여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께 희생을 드림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하는 분입
니다. 히브리서는 멜기세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
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십분의 일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
한 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
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히 7:1-3).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제사장’의 의미를 설명하고자함입니다. 구약의 율
법에 따른 제사장들은 그들도 인간인지라 자신들로 인간적 한게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
이면서도 인간적 한계를 넘어선 제사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히브리서 7 장 15절부터 22절을 읽으십시요.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
의 법을 좇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좇아 된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
의 반차를 좇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엣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하므로 폐하고 (율법은 아무 것도
온전케 못할지라)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또 예수께
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
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히 7:15-22).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은 누구를 지칭합니까? 왜 그분이 오셔야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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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창세기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경에서 빵과 포
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유월절 음식을 잡수실 때 준비한 것이 이 떡과 포도주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을
읽으십시요.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을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마
26:26-28).
다시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돌아가 봅시다. 자신의 잠재적 상속자 롯을 구하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쓰고
지쳐있는 아브람에게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정한 의와 진정한 평강의
의미를 알게 하였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의로움을 세우기 위해 힘들고 지쳐서 쓰러진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의의 왕, 평강의 왕, 하나님의 제사장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까? 그 순간을 생각하고 서
로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주제

본문이포함하고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구속(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하나님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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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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들에게도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을 인용하거나 전제하실 때에는 반드
시 B2B Missions 또는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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