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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의 변명 (주일)
오늘의 본문 (창 20:8~13)
8.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
히 두려워하였더라
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관대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10.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11.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
일까 생각하였음이요
12.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13. 하나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원어해석하기
(8 절) 아비멜렉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의 모든 종들을 불렀습니다.
(שכֵּם ֲאבִי ֶמלְֶך בַבֹּקֶר ַויִק ְָׁרא ְׁלכָל־ ֲעבָדָָ֔ יו
ְׁ ַ ) ַוי
그는 이 모든 일들을 그들 귀에 말했습니다. (ֵּיהם
ֶ֑ ֶ ) ַוי ְׁדַ בֵּר אֶת־כָל־הַדְׁ ב ִָרים ָה ֵּאלֶה בְָׁאזְׁנ
그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 했습니다. (ִיראּו ָה ֲאנָשִים מְׁא ֹּד
ְׁ ) ַוי
(9 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 ַויִק ְָׁרא ֲאבִי ֶמלְֶך לְַׁאב ְָׁרהָם וַי ֹּאמֶר לֹו
네가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한 것이냐? ()מֶה־ ָעשִיתָ לָנּו
내가 네가 나와 내 나라에 가져 온 엄청난 죄를 너에게 지었으면 어쩔 뻔 하였느냐?
()ּומֶה־ ָחטָאתִ י ָָ֔לְך כִי־ ֵּהבֵּאתָ ָעלַי ְׁועַל־ ַמ ְׁמ ַלכְׁתִ י ֲחטָָאה גְׁד ָֹּלֶ֑ה
너는 나에게 해서는 안되는 일을 하였다. () ַמ ֲעשִים ֲאשֶר ֹלא־יֵּע ָָ֔שּו ָעשִיתָ ִעמָדִ י
(10 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וַי ֹּאמֶר ֲאבִי ֶמלְֶך אֶל־ַאב ְָׁר ָ ֶ֑הם
무엇을 보았기에 네가 이런 일을 하였느냐? ()מָה ָר ִָ֔איתָ כִי ָעשִיתָ אֶת־הַדָ בָר ַהזֶה
(11 절)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וַי ֹּאמֶר ַאב ְָׁר ָָ֔הם
나는 생각했다. ()כִי ָאמ ְַׁרתִי
이 곳에는 분명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 ַרק אֵּין־י ִ ְׁרַאת אֱֹל ִָ֔הים ַבמָקֹום ַה ֶזֶ֑ה
이들이 나의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 () ַוה ֲָרגּונִי עַל־דְׁ בַר ִאשְׁתִי
(12절) 게다가 그녀는 나의 누이, 내 아버지의 딸이다. () ְׁוגַם־ָא ְׁמנָה אֲח ֹּתִ י בַת־ָאבִי ִָ֔הוא
그러나 내 어머니의 딸은 아니다. (ִמי
ֶ֑ ִ )אְַך ֹלא בַת־א
그녀가 내 아내가 된 것이다. (שה
ָ )וַתְׁ הִי־לִי ְׁל ִ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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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돌아 다니게 하실 때,
() ַויְׁהִי ַכ ֲאשֶר הִתְׁ עּו א ֹּתִ י אֱֹלהִים ִמבֵּית ָאבִי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וָאֹּמַר ָָ֔לּה
이것이 네가 나에게 베풀어야 할 은혜다. ()ז ֶה ַחסְׁדֵָּ֔ ְך ֲאשֶר תַ ֲעשִי ִעמ ִ ֶָ֑די
우리가 가는 모든 장소에서, 나를 “그는 내 오라비다”라고 말하라.
(שמָה ִאמ ְִׁרי־לִי ָאחִי הּוא
ָ ָ֔ )אֶל כָל־ ַהמָקֹום ֲאשֶר נָבֹוא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지난 밤, 하나님으로부터 호된 경고를 받은 아비멜렉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자 마자 모든 종들을
불러 자신이 지난 밤에 겪은 일을 이야기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을 불러 따졌습니다. 만약 자신들이 죄를 지었다면 그 결과가 어떠했겠느냐?
고 아브라함을 나무랍니다. 그들의 핀잔에 대해 아브라함은 자신이 늘 아내를 누이라 불러왔다고 핑
계를 댑니다.
먼저 8절을 읽으십시오. 아비멜렉이 종들을 불러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했습니다. 아비멜렉의 이야
기를 들은 종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종들은 몹시 (므오드 ( ))מְׁא ֹּד두려워하였습니다. 이 ‘몹시’라고 번역된 단어는 ‘극도로,’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그들이 갖고 있는 두려
움의 정도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가정이지만]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를 들었을 수도 있습
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단어가 창세기 1장 31 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 )מְׁא ֹּד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창 1:31).
9 절과 10절을 읽으십시오. 아비멜렉이 이브라함을 불러 그를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아비멜렉이 아
브라함을 나무라면서 던진 질문 세 가지를 찾아 적어 보십시요.

첫 번째 질문은 “네가 우리에게 무엇을 한 것이냐?”입니다. 여기서 아베멜렉은 ‘나에게’라고 표현하
지 않고 ‘우리에게’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는 사라를 침실로 데려 온 것이 단순이 아비멜렉 개인의 문
제가 아니고 ‘그랄’이라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이 일로 인해 아
베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하나님이 닫아 버렸습니다 (창 2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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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질문은 “내가 ‘네가 나와 내 나라에 가져 온 엄청난 죄를’ 너에게 지었으면 어쩔 뻔 하였느냐?”
입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 보면 ‘그랄 공동체’에 아브라함이 엄청난 죄 () ֲחטָָאה גְׁד ָֹּלֶ֑ה를 아브라
함이 가져 온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히브리어의 ‘죄’ (하타아 () ֲחטָָאה는 ‘과녘을 벗어나다’라
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목적에 어긋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이고 정당한 일
이라고 죄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가져 온 죄는 무엇이며, 왜 그것이 그토록 문제가
되는 일이었을까요?

세 번째 질문은 “무엇을 보았기에 네가 이런 일을 하였느냐?”입니다. 많은 성경에 ‘보다’ (라아 (ָ)ר ָאה
라는 의미의 단어를 ‘무엇 때문에’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동사’이고 그냥 ‘무언가를
보다’ (see, look at)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속일 만한 동기가 되는 어떤 것을 아브라
함이 보고 느꼈을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본 것일까요?

11절부터 13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의 변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서 아브라함은 왜 그가
그런 일을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공동체에서 무엇을 본 것입니까?

여기서 잠깐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복해서 그를 통해, 그
리고 그의 아내 사라를 통해 아들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일이 있기 불과 얼마 전에도 하나
님은 천사를 데리고 와서 그에게 1년후에 사라를 통해 아이를 낳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이들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
다면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살아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의 생각은 그의 믿음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까요? (참고로 그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당신의 대답이 어떠하든 간에 이 에피소드는 아브라함의 믿음없음을 보여주는 사건으로 해석해서
는 안됩니다.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무언가를 아브라함에게 보여 주시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 그
것을 찾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도덕적인 문제를 다루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이 아브라
함에게, 그리고 모든 독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 편에서 확인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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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 주제

본문이포함하고 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 하나님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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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닫고 여시는 하나님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0:14~18)
14.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 보내고
15.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16.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선히 해결 되었느니라
17.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18.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히셨음이더라

원어해석하기
(14 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모아서,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שפ ָָ֔ח ֹּת ַוי ִתֵּ ן לְַׁאב ְָׁר ָ ֶ֑הם
ְׁ ) ַויִקַח ֲאבִי ֶמלְֶך צ ֹּאן ּו ָבקָר ַו ֲעבָדִ ים ּו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돌려 보냈습니다.
() ַויָשֶב ָ֔לֹו ֵּאת ש ָָרה ִאשְׁתֹו
(15 절)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וַי ֹּאמֶר ֲאבִי ֶָ֔מלְֶך
보라. 내 땅이 네 앞에 있다. (ַארצִי ְׁלפ ֶָנֶ֑יָך
ְׁ ) ִהנֵּה
네 눈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בַּטֹוב ְׁבעֵּינֶיָך שֵּב
(16절) 그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ו ְׁלש ָָרה ָאמַר
보라. 내가 은 천개를 너의 오라비에게 주었다. () ִהנֵּה נָתַ תִ י ֶאלֶף ֶכ ֶסף לְָׁא ִָ֔חיְך
보라. 그것은 너를 위한 눈의 덮개이다 (네가 정당함을 증명한다),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תְך
ֶ֑ ָ ) ִהנֵּה הּוא־לְָך כְׁסּות עֵּי ַָ֔ני ִם לְׁכ ֹּל ֲאשֶר א
모든 사람 앞에서, 너는 정당함을 입증했다. () ְׁואֵּת כ ֹּל וְׁנ ֹּ ָכחַת
(17 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להים
ֶ֑ ִ ) ַוי ִתְׁ ַפלֵּל ַאב ְָׁרהָם אֶל־ ָה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그리고 그의 여종을 치료하셨습니다.
() ַוי ְִׁרפָא אֱֹלהִים אֶת־ ֲאבִי ֶמלְֶך ְׁואֶת־ ִאשְׁתֹו וְַׁאמְׁה ֹּתָיו
그들은 아이를 낳았습니다. () ַויֵּלֵּדּו
(18 절)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닫으셨었습니다.
(ִימלְֶך
ֶ )כִי־עָצ ֹּר ָעצַר י ְׁה ָ֔ ָוה ְׁבעַד כ
ֶ֑ ֶ ָל־רחֶם ְׁלבֵּית ֲא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인하여, ()עַל־דְׁ בַר ש ָָרה ֵּאשֶת ַאב ְָׁרהָ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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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아비멜렉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엄청난 보상을 아브라함에게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양
과 소와 종들을 주고 사라도 돌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거주할 땅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은
천개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라를 향해 사라의 정당함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
나님을 향해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비멜렉 공동체에 속한 모든 여자들의 태를 닫았던
그 저주를 풀어 주어 아이를 낳게 합니다.
14 절부터 16절을 읽으십시오. 사라를 집으로 데리고 온 일로 인해 벌어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
비멜렉은 최선을 다합니다. 14 절에서 그가 가장 먼저 아브라함에게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사라와 함께
“양과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당신은 아브라함이 이들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들을 아비멜렉이 저지를 일에 대한 보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도 그를 막아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20:6). 따라서 그것
보다는 아비멜렉이 아내가 될 사라에게 준 것과 아내를 얻은 대가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야 보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문제는 결혼이 취소되었으므로 그것을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그
렇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창세기 12장 16절, 12:20절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당시의 근동지방의 풍습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여
기서 아브라함의 잘못된 점을 찾아 지적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만
들어 가는 사람입니다.
15 절에는 아브라함이 두번째로 얻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거할 땅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브라
함에게 “네 눈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라고 말하며 아브라함에게 거할 땅을 내어 줍니다. 이 땅이 나중
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이 많은 시간을 거주하는 땅이 됩니다. 나중에 생기는 우물의 문제도
바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16 절을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아비멜렉이 사라에게 한 말 중 “너의 정당성을 입증했다”라는 말의 의
미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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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의 덮개”가 나옵니다. 이 순간 가장 혼란스럽고 수치스러운 존재가 누구입니까? 당연히 사라입니
다. 그녀는 수치심으로 어쩔 줄 몰랐을 것입니다. 사실 사라는 아브라함으로 인해 그런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시편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훼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시 69:7)
그래서 아비멜렉은 그녀가 정당함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은 천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라의 수치를
풀어 줍니다. 수치를 덮는데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 대가를 문제를 일으킨 아브라함이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피해자 중의 한사람인 아비멜렉이 치르고 있습니다. 덮는 다는 말은 ‘가리운다’는 말
입니다. 이는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사실을 선지자 나단을 통해
지적을 당한 이후 괴로워하던 중에 깨달은 사실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시 32:1).
당신은 당신이 저지른 일로 인해 어쩔줄 몰라할 때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로 그 죄가 덮어지고 당신
의 마음 속에 있는 그 수치심들이 사라지고 자유와 평강이 찾아 온 경험이 있습니까? 그 순간을 생각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십시오.
17 절과 18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베멜렉을 위해 중보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비멜렉
의 아내와 그 여종들의 태가 열려 출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라의 일로 인해 아베멜렉
의 아내와 여종들의 태를 닫아 출산하지 못하게 하였었습니다.
사라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이 예언 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날이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는 확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이러한 극단적 방법을 통해 생명을 잉태하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가르치고 계실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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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 주제

본문이포함하고 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 하나님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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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정한 때에 사라가 아들을 낳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1:1~5)
1.
2.
3.
4.
5.
6.
7.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지 팔일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 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브라함 노
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원어해석하기
(1 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אמר
ֶ֑ ָ )וַיהוָה ָפקַד אֶת־ש ָָרה ַכ ֲאשֶר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 () ַויַעַש י ְׁהוָה ְׁלש ָָרה ַכ ֲאשֶר דִ בֵּר
(2 절) 사라는 임신해서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וַתַ הַר וַתֵּ לֶד ש ָָרה לְַׁאב ְָׁרהָם בֵּן ִלזְׁק ָֻנֶ֑יו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던 정해진 시기에, ()לַמֹועֵּד ֲאשֶר־דִ בֶר א ֹּתֹו אֱֹלהִים
(3 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사라가 그에게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했습니다.
() ַוי ִק ְָׁרא ַאב ְָׁרהָם אֶת־שֶם־בְׁנֹו הַנֹולַד־לֹו ֲאשֶר־יָלְׁדָ ה־לֹו ש ָָרה י ִ ְׁצחָק
(4 절) 아브라함이 8일 된 그의 아들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명령에 따라 할례를 행하였
습니다. () ַויָמָל ַאב ְָׁרהָם אֶת־י ִ ְׁצחָק בְׁנָ֔ ֹו בֶן־שְׁמֹּנַת י ִ ֶָ֑מים ַכ ֲאשֶר ִצּוָה א ֹּתֹו אֱֹלהִים
(5 절)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났을 때, 100살이었습니다.
()וְַׁאב ְָׁרהָם בֶן־מְַׁאת ש ָָנֶ֑ה ְׁב ִה ָּולֶד ָ֔לֹו אֵּת י ִ ְׁצחָק בְׁנֹו
(6 절) 사라가 말했습니다. ()וַת ֹּאמֶר ש ָָָ֔ר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만드셨다. (ֱֹלהים
ֶ֑ ִ )צְׁח ֹּק ָעשָה לִי א
모든 듣는 사람들이 나를 향해 웃을 것이다. ()כָל־הַש ֹּ ֵּמ ַע י ִ ְׁצחַק־לִי
(7 절) 그녀가 말했습니다. ()וַת ֹּאמֶר
누가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이들을 젖먹이겠다”고 말하겠는가?
()מִי ִמלֵּל לְַׁאב ְָׁר ָָ֔הם הֵּינִיקָה ָבנִים ש ָ ֶָ֑רה
그러나 나는 그의 늙은 나이에 아이를 낳았다. ()כִי־יָלַדְׁ תִ י בֵּן ִלזְׁ ֻקנָי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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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는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사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진정으로] 웃게 하셨다는 의미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나은지 팔일 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100
살이 되던 해에 사라로부터 나은 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삭은 자라나 젖을 떼게 되었고 젖을
떼는 그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1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말씀하신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사라에게 베푸셨습니다. 여기서
사라들 “돌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파콰드’ ( ) ָפקַד는 ‘방문하다’ ‘찾아 오다’라는 의미가 있습
니다. 단순히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신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수행하
시기 위해 멀리서 능력을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다시 한번 기억
해 보십시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창 18:10).
하나님은 다시 돌아 오겠다는 약속과 아들이 있게 하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신 것입니다. 1절 하반절
은 “여호와게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
속은 사라에게 아들이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행하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 독
자들이 곰곰히 생각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라가 낳은 아들은 누구에 의해 낳은 아들
입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역할은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가 그의 아내와 동침을 하였다거나
하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창 4:1 참조)).
이삭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라를 찾아 오셔서 사라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행하심으로 태어났습니
다.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행하다”라고 번역된 아사 (שה
ָ ) ָע라는 단어 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단어에도 그대로 사용되었습니다.
피조물은 어떠한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 이삭을 위해 사라에게 특별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아브라함의 노력에 의해 태어
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탄생한 것일까요? (여기서 그래도 아브라함이 사라와 동침
을 하여야 아들이 태어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이삭이 태어나는데 아브라함도 기여한 것이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주권을 제한하는 위험한 주
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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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언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정해진 시기”를 직역하면 “바로 약속한 그 시간” (at the appointed time)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한 그시간에 정확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었습니다.
3 절부터 5 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짓고, 태어난지 8일째 되는 날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습니다. 이삭이 태어난 때는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던 해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삭은 알려
진 바와 같이 “그가 웃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는 아브라함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
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의 최대 수혜자는 아브라함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있고 그 ‘아
들’로 인한 웃음이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그 아들로 인해 웃고 있습니까?

6 절과 7 절을 읽으십시오. 사라의 고백을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의 의미를 당신의 말로 정리
해 보십시오.

사라의 고백을 직역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웃음을 만드셨다”입니다. 사라는 ‘웃음’ (자호크 ())צְׁח ֹּק
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만들어 준 것으로 표현함으로써 ‘웃음’이 곧 아들 ‘이삭’ (아이자크())י ִ ְׁצחָק임을
암시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로 번역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웃음은 명사
입니다. 하나님이 ‘웃음’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성경은 이삭을 주신 주체가 하나님이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기 보다는 하나님
이 만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준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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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이포함하고 있는하나님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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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 하나님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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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어 쫓십시요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21:9~13)
8.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9.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10.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11.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1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13.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원어해석하기
(8 절) 그 아이가 자라서 젖을 뗏습니다. () ַויִגְׁדַ ל ַהיֶלֶד ַויִג ַ ֶָ֑מל
이삭이 젖을 땐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 ַויַעַש ַאב ְָׁרהָם ִמשְׁתֶ ה ג ָָ֔דֹול בְׁיֹום ִה ָגמֵּל אֶת־י ִ ְׁצחָק
(9 절)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아이를 낳은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 וַתֵּ ֶרא ש ָָרה אֶת־בֶן־ ָהגָר ַה ִמצ ְִׁרית ֲאשֶר־יָלְׁדָ ה לְַׁאב ְָׁרהָם ְׁמ ַצחֵּק
(10 절)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וַת ֹּאמֶר לְַׁאב ְָׁר ָָ֔הם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쫓으세요. ()ג ֵָּרש הָָאמָה הַז ֹּאת ְׁואֶת־ב ְָׁנֶּ֑ה
이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ירש בֶן־הָָאמָה ה ַָ֔ז ֹּאת עִם־ ְׁבנִי עִם־י ִ ְׁצחָק
ַ ִ )כִי ֹלא י
(11 절) 그의 아들로 인해, 이 일은 아브라함의 눈에 큰 근심이었습니다.
() ַוי ֵַּרע הַדָ בָר מְׁא ֹּד ְׁבעֵּינֵּי ַאב ְָׁר ָ ֶ֑הם עַל אֹוד ֹּת בְׁנֹו
(12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וַי ֹּאמֶר אֱֹלהִים אֶל־ַאב ְָׁרהָם
그 아이와 네 여종에 관하여는, 네 눈 근심이 되지 않게 해라.
()ַאל־י ֵַּרע ְׁבעֵּינֶיָך עַל־ ַהנַעַר ְׁועַל־ ֲאמָתֶָ֔ ָך
사라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그대로 들어라. (שמַע בְׁק ָֹּלֶּ֑ה
ְׁ )כ ֹּל ֲאשֶר ת ֹּאמַר ֵּאלֶיָך ש ָָרה
이삭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너의 자손이라 불릴 것이다. ()כִי ְׁבי ִ ְׁצ ָָ֔חק יִק ֵָּרא לְָׁך ז ַָרע
(13 절)
그러나, 또한 내가 그 여종의 아들도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ימנּו
ֶ֑ ֶ ) ְׁוגַם אֶת־בֶן־הָָאמָה לְׁגֹוי ֲאש
왜냐하면, 그도 너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כִי ז ְַׁרעֲָך הּו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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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이삭은 자라났고 드디어 젖을 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당시 아
브라함의 집에는 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사라에게 난 이삭이었고 다른 한 명은 애굽여
인 하갈에게서 난 이스마엘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보았습니다. 사
라는 아브라함에게 여종과 그녀가 나은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로 근심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라의 말을 들으
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이삭만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8 절과 9절을 읽으십시오. 이삭이 자라나 드디어 젖을 떼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를 기념하여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사라가 본
것입니다. 원어에는 이스마엘이 놀린 것이 [이삭]이라고 특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문장의 의미
상 이삭을 놀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잔치를 비웃은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쨋든 이스
마엘은 자신의 주위에서 벌어지는 일이 전혀 달갑지 않았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여기서 ‘비웃다’로 번역된 동사는 자하크 ()צחק의 피엘 (piel)용법으로 단순히 놀린 것이 아니라 매우
강한 조롱을 의미합니다. 이를 본 사라가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삭이 3
살 정도에 젖을 떼었다고 가정을 하면 이스마엘은 당시 이미 성인인 17 살입니다. 17살 성인이 3살
아이를 심하게 조롱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사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9 절에는 이스마엘을 표현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스마엘을 설명하는 말을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이집트 사람 하갈의 아들”이라는 말 안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두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집트 사람”이라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이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이라는 말입니다. 이 서로 어울리지 않는 단어에서 우리는 아브라함 가정의 갈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노예 삼은 애굽(이집트)와 택한 백성들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간의 어색한 관
계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던져 주고 있을까요?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광경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갈 4:29).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구이고 육체를 따라 난 자는 누구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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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디아서의 해석에 따르면 육체를 따라난 것은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고 성령을 따라 난 것은 그리
스도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육체나 그의 행위, 신분, 업적 등을 자랑하는 자들
이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율법은 자신
이 남을 정죄하거나 자신이 자신 스스로를 정죄하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혹시 있다면 당신은 남을 정
죄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경우에 당신은 남을 정죄합니까?

혹시 자신을 정죄한 적이 있습니까? 자기자신을 힘들어 한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언제입니까? (자
신의 행위 중 가장 고치고 싶은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0 절을 읽으십시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매우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이 여종과 그녀의 아들을 내
어 쫒으십시오. 이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자가 되지 못합니다.” 이 말은 사라의 욕
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상속자란 단순히 재산을 물려 받는 것 이상의 의미
입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장자가 상속자가 되어야 합니다. 당연히 이스마엘이지요. 하지만 장자
가 희생이 되어야만 둘째가 상속을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위해 아브라함
의 집을 떠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하나님의 아들중 맏아들이십니다 (롬 8:29참조). 그리
스도의 희생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셨다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이스마엘을 생각
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사라의 말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계실까요?

11 절로 13절을 읽으십시오. 사라의 요구로 인해 근심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
니다. 사라의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으로부터 나온 사람이
너의 자손이라 불릴 것이다.” 사도바울은 이삭으로부터 나온 사람을 에서나 야곱으로 보지 않았습니
다. 그리스도로 보았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
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라”(갈 3:16)). 그렇다면 이삭을 통해 궁극적으로 약속하신 자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나실 때까지 끊임없는 선택을 하셔야 했습니다. 그 선택의 기로마다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인간들이 전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리스도를 향한 선택을 하십니다. 이삭과 이스
마엘이야기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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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 주제

본문이포함하고 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 하나님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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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나타나신 하나님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21:14~21)
14.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자
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15. 가죽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16.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
곡하니
17.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시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거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9.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
웠더라
20.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21.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원어해석하기
(14 절)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떡을 챙기고 물 한 가죽부대를 챙겼고,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녀를 그 아이와 함께 떠나 보냈습니다.
(ש ְׁל ֶ ֶ֑ח ָה
ַ ְׁ ש ְׁכמָּה ְׁואֶת־ ַהיֶלֶד ַוי
ִ שכֵּם ַאב ְָׁרהָם בַבֹּקֶר ַוי ִקַ ח־ ֶלחֶם ְׁו ֵּחמַת ַמי ִם ַוי ִתֵּ ן אֶל־ ָהגָר שָם עַל־
ְׁ ַ ) ַוי
그녀는 나갔고,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했습니다. (שבַע
ָ )וַתֵּ לְֶך וַתֵָּ֔ תַ ע ְׁבמִדְׁ בַר ְׁבאֵּר
(15 절)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졌습니다. () ַויִכְׁלּו ַה ַמי ִם מִן־ה ֵּ ֶַ֑חמֶת
그녀는 그 아이를 관목덤불 (떨기나무) 아래에 두었습니다.
(שלְֵּך אֶת־ ַה ֶָ֔ילֶד תַ חַת ַאחַד ַהשִיחִם
ְׁ ַ)וַת
(16 절) 그녀는 걸어서 화살 날아 갈 정도의 거리를 두고 마주 앉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 וַתֵּ לְֶך וַתֵּ שֶב לָּה ִמנֶגֶד ה ְַׁרחֵּק ִכ ְׁמ ַט ֲחוֵּי ֶָ֔קשֶת כִי ָאמ ְָָׁ֔רה
나는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 ()ַאל־א ְֶׁראֶה בְׁמֹות ַה ָיֶ֑לֶד
그녀가 반대편에 앉았을 때, 그녀는 그녀의 목소리를 높여 울었습니다.
(ך
ְׁ )וַתֵּ שֶב ִמ ֶָ֔נגֶד וַתִ שָא אֶת־קֹּלָּה וַתֵּ ְׁב
(17 절)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שמַע אֱֹלהִים אֶת־קֹול ַהנַעַר
ְׁ ִ ) ַוי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불렀습니다. (ש ַָ֔מי ִם
ָ ) ַויִק ְָׁרא ַמ ְׁלאְַך אֱֹלהִים אֶל־ ָהגָר מִן־ ַה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וַי ֹּאמֶר לָּה
무슨 일이냐? 하갈아. ()מַה־לְָך ה ָָגֶ֑ר
두려워 하지 말라. (יר ִָ֔אי
ְׁ ִ)ַאל־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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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שמַע אֱֹלהִים אֶל־קֹול ַהנַעַר ַב ֲאשֶר הּוא־שָם
ָ )כִי־
(18 절)
일어나라, 그 아이를 일으켜라. (שאִי אֶת־ ַה ַָ֔נעַר
ְׁ )קּומִי
네 손으로 그를 강하게 붙들어라. () ְׁו ַה ֲחז ִיקִי אֶת־י ָדֵּ ְך ֶ֑בֹו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כִי־לְׁגֹוי גָדֹול ֲאשִימֶנּו
(19 절)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었고, 그녀는 샘물을 보았습니다.
() ַוי ִ ְׁפקַח אֱֹלהִים אֶת־עֵּי ֶָ֔ני ָה וַתֵּ ֶרא ְׁבאֵּר ָ ֶ֑מי ִם
그녀는 가서 물 한 가죽부대를 채웠고, 그 아이가 마시게 했습니다.
(ש ְׁק אֶת־ ַהנָעַר
ְׁ ַ)וַתֵּ לְֶך וַתְׁ ַמלֵּא אֶת־ ַה ֵּחמֶת ַָ֔מי ִם וַת
(20 절)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있었고, 그가 자랐습니다. () ַויְׁהִי אֱֹלהִים אֶת־ ַהנַעַר ַויִג ָ ְֶׁ֑דל
그가 광야에 거주하였고, 그는 활 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 ַויֵּשֶב ַבמִדְׁ ָָ֔בר ַוי ְׁהִי רֹּבֶה ַקשָת
(21 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하였을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서 이집트(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
어 주었습니다. (ָארן וַתִ קַח־לֹו אִמֹו ִאשָה ֵּמא ֶֶרץ ִמצ ְָׁרי ִם
ֶ֑ ָ ) ַויֵּשֶב ְׁבמִדְׁ בַר פ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애굽여인 하갈과 그가 아브라함에게 낳아 준 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그
들에게 준 것은 고작 떡과 물 한가죽부대입니다. 그들은 너무도 준비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얼마를
가지 않아 물이 떨어졌고 하갈은 울부짖었습니다. 그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셔 그들을 축복
하고 그녀의 눈을 밝혀 우물을 발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고 이스마엘
은 바란광야에서 애굽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활쏘는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구조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의 쫒겨남 그리고 건져내어짐 (14~19절)
아브라함이 그들을 광야로 쫒아냄 (14~15절)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의 죽음으로부터 건져냄 (16~19절)
이스마엘의 광야에서의 삶 (20~21절)
먼저 14절과 15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떡을 챙기고 물 한가죽 부대를 챙겨
하갈의 어깨 위에 메워주고 아들과 함께 그녀를 내어 보냈습니다. 집을 나간 그들은 브엘세바 광야를
헤메었습니다. 물을 떨어졌고 그들의 삶은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즉시 명령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22장 3절에서도
아브라함은 동일하게 명령을 이행합니다. 하지만 독자인 우리들이 반드시 생각하여야 할 것이 있습
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삭이 언약을 통해 낳은 자식이고 이스마엘은 육신을 통해 나은 자식이므로 당
연히 쫒겨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이스마엘을 ‘악’으로 규정하고 이삭을 ‘선’으로 규정하
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을 그런 눈으로 바라 보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는데 실패하게 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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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너무도 사랑하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내어
보내야 하였다는 사실을 관과해서는 안됩니다. 앞서 이스마엘을 육신을 따라 나은 아들이고 율법의
상징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마엘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낸 우리의 의로움일 수 있
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하였습니다 (롬
10:3). 인간들이 보기에 인간들이 만들어 낸 의가 더 멋있고 가치로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동한 행한
모든 것들을 포기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렇게 쉬운일이 아닙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아
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려 했을 때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어
떠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기 위해 당신이 버려야 할 당신이 쌓아 놓은 의들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십시오.

하갈은 할 수 없이 집을 나가야 했고, 그들은 브엘세바 광야를 헤메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잘 어울리지 않는 단어 두개를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브엘세바’라
는 단어이고 다른 하나는 ‘광야’(사막)이라는 단어입니다. 브엘세바는 일곱개의 샘물이라는 뜻이고,
광야는 물이 하나도 없는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그 사막에 일곱개의 우물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곱개의 우물이 있는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하고 헤메고 있는 하갈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
시오.
브엘세바에서 ‘세바’는 일곱, 칠(7)을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칠’은 단순히 일곱이상의 의미
를 지닙니다. 안식, 쉼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갈과 이스마엘의 모습을 보십시요. 그
들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어떻게 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도 혹시 쉼이 없이 안식하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무언가에 쫒기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나요? 왜 그러한 두려움, 쉼없음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
고 생각하십니까?

16 절에서 19절을 읽으십시오. 하갈은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
셔서 그녀를 격려하고 축복하십니다. 그리고는 그녀의 눈을 열어 줍니다. 그러자 그녀가 우물을 발견
하였고, 물을 가죽부대에 담아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합니다.
다시 한번 반복하여 언급하지만 이스마엘은 이 당시 열일곱살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물
을 찾아 나서야 하는 것은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어
린아이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가 불효자이고, 그가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보 불구하
고 성경의 독자는 여기서는 왜 하갈을 중심으로 하갈과 하나님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지를 고민해 보
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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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절과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십시오. 하갈은 “나는 그 아이가 죽는 것을 보고 싶지 않습니다!”라
고 말하며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그런데 17절에서는 하나님이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십니
까?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무언가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의 미래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 이 약속을 하였다고 이스마엘이 구속사에 포함된 것은 아닙니다.
19 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었고, 그녀는 샘물을 보았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그녀의 눈을 열기 전까지 우물가에서 물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달리 해석하면, 하나님
은 그녀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를 때까지 그녀의 눈을 멀게 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녀의 눈
을 가려 우물을 발견하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제 이스마엘은 어머니의 고향 애굽출신 여신을 아내로 맞고 광야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제 그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가 악하거나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그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삭보다 세상적
으로 불행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단지 그는 ‘언약의 씨’가 아니었을 뿐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 주제

본문이포함하고 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 하나님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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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엘세바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21:22~34)
22.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
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23.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
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24.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25.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26.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27.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28.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2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찜이뇨
30.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31.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 하였더라
32.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
로 돌아갔고
33.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34. 그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날을 지내었더라

원어해석하기
(22 절) 그 때에,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אמ ֹּר
ֶ֑ ) ַויְׁהִי ָבעֵּת ַה ִָ֔הוא וַי ֹּאמֶר ֲאבִי ֶמלְֶך ּופִיכ ֹּל שַר־ ְׁצב ָָ֔אֹו אֶל־ַאב ְָׁרהָם 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אֱֹלהִים ִעמ ְָָׁ֔ך בְׁכ ֹּל ֲאשֶר־אַתָ ה עֹּשֶה
(23 절)
그러니,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맹세하라. (ש ְׁבעָה לִי בֵּאֹלהִים ֵָּ֔הנָה
ָ ) ְׁועַתָ ה ִה
나와 내 자손과 내 후손을 옳지 않게 다루지 않고, ()אִם־תִ שְׁק ֹּר ִָ֔לי ּו ְׁלנִינִי ּו ְׁלנֶכ ִ ְֶׁ֑די
내가 너와 함께 행하였던 호의대로, () ַכ ֶחסֶד ֲאשֶר־ ָעשִיתִ י ִעמְָׁך
너는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하라.(שר־ג ְַׁרתָ ה בָּה
ֶ ָָארץ ֲא
ֶ )תַ ֲעשֶה ִעמָדִָ֔ י ְׁועִם־ה
(24 절)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וַי ֹּאמֶר ַאב ְָׁר ָָ֔הם
내가 맹세하겠다. (ש ֵּב ַע
ָ )ָאנֹּכִי ִא
(25 절)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했습니다. (ִימלְֶך
ֶ֑ ֶ )וְׁהֹו ִכ ַח ַאב ְָׁרהָם אֶת־ ֲאב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았은 우물에 대해서,
()עַל־א ֹּדֹות ְׁבאֵּר ַה ַָ֔מי ִם ֲאשֶר ָגזְׁלּו ַעבְׁדֵּ י ֲאבִי ֶמלְֶך
(26 절)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וַי ֹּאמֶר ֲאבִי ֶָ֔מלְֶ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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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절)
(28 절)
(29절)

(30 절)

(31 절)
(32절)

(33절)
(34 절)

나는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는지 알지 못한다. ()ֹלא י ָדַָ֔ עְׁתִ י מִי ָעשָה אֶת־הַדָ בָר ַה ֶזֶ֑ה
너도 나에게 말하지 않았다. () ְׁוגַם־אַתָ ה ֹלא־ ִהגַדְׁ תָ לִי
나도 듣지 못하였고, 오늘에서야 들었다. (ש ַמעְׁתִ י ִבלְׁתִ י הַיֹום
ָ ) ְׁוגַם ָאנֹּכִי ֹלא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와서 아비멜렉에게 주었고, 그들 두 사람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שנֵּיהֶם ב ְִׁרית
ְׁ ִימלְֶך ַויִכ ְְׁׁרתּו
ֶ֑ ֶ ) ַויִקַח ַאב ְָׁרהָם צ ֹּאן ּו ָב ָָ֔קר ַוי ִתֵּ ן ַל ֲאב
아브라함이 일곱 어린 암양을 따로 세웠습니다. (שבַע ִכבְׁש ֹּת הַצ ֹּאן ְׁלבַדְׁ הֶן
ֶ ) ַויַצֵּב ַאב ְָׁרהָם אֶת־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וַי ֹּאמֶר ֲאבִי ֶמלְֶך אֶל־ַאב ְָׁר ָ ֶ֑הם
왜 여기에 따로 세운 일곱 어린 암양이 있느냐?
(שבַע ְׁכבָש ֹּת ָה ֵָּ֔אלֶה ֲאשֶר ִה ַצבְׁתָ ְׁלבַדָ נָה
ֶ )מָה ֵּהנָה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וַי ֹּאמֶר
너는 내 손으로 부터 일곱 어린 암양을 가져가라. (שבַע ְׁכב ָָ֔ש ֹּת תִ קַח ִמי ִ ֶָ֑די
ֶ )כִי אֶת־
그래서, 그것이 내가 이 우물을 판 증거가 될 것이다.
() ַבעֲבּור תִ ְׁהי ֶה־לִי ְׁלעֵּדָָ֔ ה כִי ָחפ ְַׁרתִ י אֶת־ ַה ְׁבאֵּר הַז ֹּאת
그러므로, 그는 그곳을 브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עַל־כֵּן ק ָָרא ַלמָקֹום הַהּוא ְׁבאֵּר ָ ֶ֑שבַע
왜냐하면, 그들 둘이 그곳에서 맹세하였기 때문입니다. (שנֵּיהֶם
ְׁ שבְׁעּו
ְׁ ִ)כִי שָם נ
브엘세바에서 그들은 언약을 맺었습니다. () ַויִכ ְְׁׁרתּו ב ְִׁרית ִב ְׁבאֵּר ָ ֶ֑שבַע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은 일어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 ַויָקָם ֲאבִי ֶמלְֶך ּופִיכ ֹּל שַר־ ְׁצב ָָ֔אֹו ַויָשֻבּו אֶל־א ֶֶרץ ְׁפ ִלשְׁתִ ים
아브라함은 에셀 나무를 심었습니다. () ַויִּטַע ֶאשֶל ִב ְׁבאֵּר ָ ֶ֑שבַע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 (שם ְׁבשֵּם י ְׁהוָה אֵּל עֹולָם
ָ ָ֔ ) ַויִק ְָׁרא־
아브라함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많은 날을 머물렀습니다.
() ַויָגָר ַאב ְָׁרהָם ְׁבא ֶֶרץ ְׁפ ִלשְׁתִים יָמִים ַרבִים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하갈과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집을 떠난 그 당시 (at that time)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이 지배하는 그랄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
들에 대해 책망을 하였고 이 때문에 이 우물을 놓고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사이에 언약을 맺습니다. 이
언약 때문에 이곳을 ‘브엘세바’라고 부르게 됩니다.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의 관계는 사실 창세기 20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
를 누이라고 속인 사건으로 인해 아비멜렉이 사라를 자신의 집으로 끌어 들였고, 그 일로 인해 그의
모든 집의 여자들의 태가 닫히는 시련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치료함으
로써 그들이 아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직후 사라가 이삭을 낳고 큰 기쁜이 있었고, 바로 뒤이어
이스마엘리 쫒겨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창 21: 22~34)은 다시 아브리함이 살
고 있는 아비멜렉의 공동체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 절부터 26 절을 읽으십시오.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먼저 자신들과 자신
들의 후손에게 호의를 행할 것을 맹세하라고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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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을 빼앗은 사실에 대해 책망을 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자신은 그런 사실을 전혀 듣지 못했다
고 해명을 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 그러니가 불과 몇 년전에 아비멜렉이 두려워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고 아비멜렉에게 보냈던 사건을 기억합니다 (창 20장참조). 그런데 지금
은 누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왜 아비멜렉과 그가 속한 공동체가 그곳의 이방인으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
고 그가 자신들에게 해로운 일을 하지 않겠다고 서로 맹세하자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까?

27 절과 30 절을 읽으십시오. 아비멜렉은 맹세를 원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와 양을 가져다가 소위
언약식을 행합니다. 본문을 잘 읽어 보면 맹세를 원한 것은 아비멜렉인데 정작 언약의 증거를 준비하
는 것은 아브라함입니다. 그 증거를 아비멜렉에게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언약 사건이 단순한
맹세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희생제물을 직접 준비하셨습니
다. 예수님은 약속을 위한 제물로 준비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들에게 그 증거를 주십니다. 준
비하는 것은 언약을 이행할 주체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아비멜렉이 아닌 아브라함이 주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는 바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사건에서 바로 보여집니
다. 아브라함은 제물을 찾는 이삭에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
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31 절부터 34 절을 읽으십시요. 여기에 브엘세바라는 우물이 나옵니다. 이 우물은 바로 직전 하갈이
발견하여 그 물로 이스마엘에게 마시게 한 바로 그 우물들입니다. 성경은 이 브엘세바를 누가 판 것
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30 절 참조).

브엘세바는 일곱개의 우물입니다. 그런데 일곱이라고 번역된 ‘쉐바’ (שבַע
ֶ )는 ‘맹세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히브리어가 원래 모음이 없었으므로 일곱과 맹세하다는 같은 단
어입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브엘세바 (맹세의 우물)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33 절은 “아브라함은 …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 영원하신 하나님을 불렀습니다”라고 기록하고 있
습니다. 여기서 “영원하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오람’ ()עֹולָם은 ‘영원’이라는 명사입니다. 하나
님을 수식하는 단어로‘오람’ ()עֹולָם이 등장하는 것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하나님은 ‘영원’의 언약을 선
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셔야 합니다. 이 영원의 하나
25

창세기: 아브라함 이야기 (6 주차)

님이 언약을 성취한 시점이 바로 세상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에서 세상의 끝은 바로 그리스도께
서 오셔서 인류를 구속하신 사건이 일어난 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 절을 읽으시고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약속이 어떻게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
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히 9:26).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 주제

본문이포함하고 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 하나님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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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22:1~3)
1.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
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원어해석하기
(1 절) 이 일들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였습니다.
() ַויְׁהִי ַאחַר הַדְׁ ב ִָרים ָה ֵָּ֔אלֶה ְׁו ָהאֱֹל ִָ֔הים נִסָה אֶת־ַאב ְָׁר ָ ֶ֑ה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וַי ֹּאמֶר ֵּא ָָ֔ליו
아브라함아. ()ַאב ְָׁרהָם
그가 대답했습니다. ()וַי ֹּאמֶר
제가 여기 있습니다. () ִהנֵּנִי
(2 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וַי ֹּאמֶר
지금 취하라!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 . 그리고 가라! 모리아 땅으로…
()קַח־נָא אֶת־ ִבנְָׁך אֶת־יְׁחִידְׁ ָך ֲאשֶר־ָא ַהבְׁתָ אֶת־י ִ ְׁצ ָָ֔חק ְׁולְֶך־ל ְָָׁ֔ך אֶל־א ֶֶרץ הַמ ִֹּר ָיֶ֑ה
번제로 드리라! 그를…내가 네게 말할 한 산, 그 곳에서
() ְׁו ַה ֲעלֵּהּו שָם לְׁע ֹּ ָָ֔לה עַל ַאחַד ֶהה ִָָ֔רים ֲאשֶר אֹּמַר ֵּאלֶיָך
(3 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어, 나귀에 안장을 지웠습니다.
(שכֵּם ַאב ְָׁרהָם בַבֹּקֶר ַויַחֲב ֹּש אֶת־חֲמ ָֹּ֔רֹו
ְׁ ַ ) ַוי
그의 남종들 둘과 그의 아들 이삭을 취했습니다. (שנֵּי נְׁע ָָריו א ִָ֔תֹו ְׁואֵּת י ִ ְׁצחָק בְׁנֶ֑ ֹו
ְׁ ) ַויִקַח אֶת־
그는 번제를 위한 나무를 쪼개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갔습니다.
() ַוי ְׁ ַבקַע ֲעצֵּי ע ֹּ ָָ֔לה ַויָקָם ַו ֵָּ֔ילְֶך אֶל־ ַהמָקֹום ֲאשֶר־ָאמַר־לֹו ָהאֱֹלהִים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창세기 22 장 1 절부터 19절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기 매우 어려운 에피소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야!”라는 생각으
로 읽어 넘어가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그 시험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이 시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 나아가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가 주는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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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아브라함만 칭찬 받을 존재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이지만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도덕적 틀이나 인간들의 노력에 촛점을 맞추기 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촛점을 맞추어
야 합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 했던 이 사건에 들어가기에 앞서 하나님이 허락
하시는 시험의 의미에 대해 먼저 알아 볼까 합니다.
야고보서 1 장 2 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 보십시오.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4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5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6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
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7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
를 생각하지 말라” (약1:2-7).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사랑을 성취하신
후로는 하나님은 인간들을 직접 시험하지 않습니다 (약 1:13). 하지만 인간들에게 시험이 오는 것을
하나님이 막지도 않고 허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허락하였다는 것은 사탄에게 우리를 내어 주었다
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시험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3절을 읽으십시오.
믿음의 시련이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믿음의 시련’으로 번역된 ‘토 도키미온…테스 피스테오스’(τὸ δοκίμιον ...τῆς πίστεως)를 의
역하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정제된 순수한 물질’입니다. 금을 제련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이 들어 있는 광석에서 정말 금이 얼마나 들어 있는지를 알고 순도 높은 금을 얻기 위해서는 그것
을 용광로에 넣고 녹여야 합니다. 그러면 불순물들은 다 불타 없어지고 순수한 물질 만 남게 되는 것
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련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 있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도 힘이듭니다. 인간으로써는 감내해내기 힘든 일일 수도 있습
니다. 그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아 있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음’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
전적으로 해석하여 ‘인간의 신념’ 또는 ‘의지적 결단’ 정도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믿음을
우리에게 있는 어떤 존재, 실체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닌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라는 말
이지요. 히브리서 11 장 1절을 읽으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히 11:1).
이를 직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Ἔστιν δὲ πίστις ἐλπιζομένων ὑπόστασις, (믿음은 되어질 것들의 본체이다)
πραγμάτων ἔλεγχος οὐ βλεπομένων. (보이지 않는 실체의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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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말씀을 읽으면 믿음은 되어질 것들의 (
)이고 보이지 않는 실체의 (
)입니다. 본체라는
단어는 휘포스타시스인데 이 단어는 존재의 본질을 말합니다. 수식하는 말들을 제외하면 믿음은 본
체이고 증거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믿음에 대해 계속 설명을 해나가다가 12장 2절에서 다시 믿
음을 이렇게 정의 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 12:2).
“믿음의 주요 또 온전체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말씀의 원어를 직역하면 “믿음의 기초이
요 완성이신 예수님께 눈을 고정한채 (ἀφορῶντες εἰς τὸν τῆς πίστεως ἀρχηγὸν καὶ τελειωτὴν Ἰησοῦν)”라는 뜻
입니다. 에수님께서 믿음의 처음 (기초)이시요 믿음의 마지막(완성)이십니다. 믿음의 본질을 파고들
어가면 예수님이 나와야 합니다.
그렇다면 시험을 통해 발견되어지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도들은 믿음의 시험을 통해 자신들 안에 무엇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인가요? 개인적인 경험이 있
다면 적어 보십시오.

이제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직접 시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아
브라함은 그 시험을 수행해 냅니다. 그 결과 그가 발견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앞으로 며칠간 공부를 하면서 그 의미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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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 주제

본문이포함하고 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 하나님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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