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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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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ויְהִי ַאחַר הַדְ ב ִָרים ה ֵָ֔אלֶּה ְו ָהאֱֹל ִֵ֔הים נִסָה אֶּת־ַאב ְָר ָ ָ֑הם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וַי ֹּאמֶּר א ֵָ֔ליו
아브라함아. ()ַאב ְָרהָם
그가 대답했습니다. ()וַי ֹּאמֶּר
제가 여기 있습니다. ()הִננִי
(2 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וַי ֹּאמֶּר
지금 취하라!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네 독자, 이삭을. . . 그리고 가라! 모리아 땅으로…
()קַח־נָא אֶּת־ ִבנְָך אֶּת־יְחִידְָך ֲאשֶּר־ָא ַהבְתָ אֶּת־י ִ ְצ ֵָ֔חק ְולְֶּך־ל ְֵָ֔ך אֶּל־א ֶֶּּרץ הַמ ִֹּר ָיָ֑ה
번제로 드리라! 그를…내가 네게 말할 한 산, 그 곳에서
() ְו ַהעֲלהּו שָם לְע ֹּ ֵָ֔לה עַל ַאחַד ֶּהה ִֵָ֔רים ֲאשֶּר אֹּמַר אלֶּיָך
(3 절)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게 되어, 나귀에 안장을 지웠습니다.
() ַויַשְכם ַאב ְָרהָם בַבֹּקֶּר ַויַחֲב ֹּש אֶּת־חֲמ ֵֹּ֔רֹו
그의 남종들 둘과 그의 아들 이삭을 취했습니다. () ַויִקַח אֶּת־שְני נְע ָָריו א ִֵ֔תֹו וְאת י ִ ְצחָק בְנָ֑ ֹו
그는 번제를 위한 나무를 쪼개서, 일어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곳을 향하여 갔습니다.
() ַוי ְ ַבקַע עֲצי ע ֹּ ֵָ֔לה ַויָקָם ו ֵַ֔ילְֶּך אֶּל־ ַהמָקֹום ֲאשֶּר־ָאמַר־לֹו ָהאֱֹלהִים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창세기 22장은 유대전통에서 ‘아케다’(Akedah)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직역하면 “이삭을 결박하여”
에서 ‘결박하다’()עקד에서 유래한 내용입니다. 창세기 22장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기도 합니다. 가장 힘든 부분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심오한 뜻이 담겨 있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오늘부터 3 일에 걸쳐 본격적으로 창세기 22장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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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그 시험은 다름 아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
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행동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 그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아무
말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묵묵히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집을 떠납니다.
1 절을 읽으십시오. 1절 말씀은 “이 일들이 있을 후에” 라고 시작합니다. 이 부분은 “이러한 일들이 있
은 후 이일이 일어났습니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이 사건
이 많은 사건들이 있은 후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앞의 사건들과 인과관계가 직결되어 있다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의 일들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사건을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창세기 20장부터 살펴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장부터 주요한 내용들을 살펴 보면,
새생명을 잉태하는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20장).
하나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사라의 태를 열어 이삭을 낳게 하였다 (21:1~7).
언약이 아닌 육신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을 떠나다 (21:8~21)
아브라함이 아비멜렉과 우물을 놓고 언약식을 행하다 (21:22~34)
“이 일들이 있은 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표현, 즉 “이 일들이 있은 후”라는 표현
은 창세기에 세 번 (창 22:1, 39:7, 40:1)등장합니다. 모두 내용상 반전이 있을 때 사용되었습니다. 따라
서 22 장 말씀은 전체 이야기의 흐름에서 반전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 저자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
라함을 시험하였습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앞부분에 “이 일들이 있은 후”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에서 “시험하다”라는 단어는 ‘나싸’ ()נסה의 피엘(Piel)용법
입니다. 따라서 이 의미는 하나님의 시험이 너무 강해서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따를 수 밖에 없었다
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셔야 합니다. 특히 이 단어는 ‘[군대에서]훈련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군인이 자신의 의지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이와같이 독자들은 아브라함
의 순종에 촛점을 맞추어 본문을 해석하기 보다는 하나님이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고, 이 사건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발견하여야 합니다.
2 절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세가지 명령을 적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은 “취하라” “가라” “번제로 드리라” 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지금 취하라고 명령하십니
다. 여기에 이삭 개인의 의지는 없습니다. 사실상 “취하라”라고 번역된 ‘라카’ () ָל ַקח는 어떤 물건을 취
하거나 땅을 빼앗을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많은 번역에 이 부분을 ‘동반하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에는 사실상 이삭은 희생될 제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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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첫 번째 명령을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삭을 어
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네 아들, 네가 사랑하는 오직 하나, 이삭이라고 각각 나누어 설명합니다. 이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연
상하게 합니다. 사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오직 하나, 그 아들이 이땅에 오실 때에는
그를 희생제물로 드리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의미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이삭에 대한 표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두번째 명령은 “가라”입니다. 이 명령은 아브라함을 갈데아 우르에서 불러 낼 때와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택하여 부르실 때 “가라…내가 지시할 땅으로!” (창
12:1참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라! 내가 말할 한 산으로”라
고 명령하십니다. 둘 모두에게 특징은 아직 구체적인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처음 하
나님이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 처럼 이번에도 하나님은 장소를 특정하
지 않으십니다.
세번째 명령은 “번제로 드리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단호하고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번
제’로 번역된 ‘오라’ ()עֹּלָה는 ‘올려 드리다’라는 동사와 어근이 같습니다. 번제란 그냥 불을 태우는 제
사의식이 아닌 불에 태워져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아들을 하나님에게 온전히 바치라
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번제로 드려지는 제물은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개선되는 것을 의
미합니다. 제물이 바쳐져야 한다는 의미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
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그 죄는 인간들이 자신의 노력으로 스스로 깨끗해 질 수 있
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화복하기 위한 제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삭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를 화목하게 만들기 위한 제물입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사이의 화목은 곧 택한 백성 모두와의 화목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이삭은 모든
택한 백성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기 위한 희생제물이었습니다. 인류역사상 택한 백성을 위해 자신
이 화목제물로 드려진 분은 단 한분입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3 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은 아침일찍 일어나 일사천리로 일을 진행합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낯
설지 않은 광경입니다. 아브라함은 첫 아들 이스마엘을 내어 쫒아 낼 때에도 동일한 모습을 보여 주
었습니다 (창 21:14). 3 절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후 행한 일들이 순차적으로 기록되
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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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아침일찍 일어나게 되었다  나귀에 안장을 지웠다  남종 둘과 이삭을 취했다  번제의 나
무들을 쪼갰다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을 향하여 갔다. 그는 일찍 일어나게 되었습
니다. 여기서 “일어나게 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사캄’ ()שכם의 Hiphil형입니다. 이 의미는 그가
의지적으로 아침일찍 일어났다는 것 보다는 [알지 못하는 어떤 힘에 의해] 일어나게 되었다는 의미
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는 나귀에 안장을 단단하게 묶고, 아들을 취했습니다. 그리고 번제의 나무
를 쪼갠 후 일어나 목적지를 향해 나갑니다. 여기서 이삭은 철저하게 당하는 입장입니다. 이삭의 의
지는 전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에게 행하는대로 묵묵히 행합니다.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
한 어린 양처럼 말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 주제

본문이포함하고 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 하나님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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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들아 하나님이 어린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2:4~10)
4. 제 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하고
6.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
람이 동행하더니
7.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위에 놓고
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원어해석하기
(4 절) 3 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서 그 곳을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שלִישִי ַויִשָא ַאב ְָרהָם אֶּת־עינָיו ַוי ְַרא אֶּת־ ַהמָקֹום מ ָרח ֹּק
ְ )בַיֹום ַה
(5 절)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וַי ֹּאמֶּר ַאב ְָרהָם אֶּל־נְע ָָריו
너희는 이곳에서 나귀와 함께 머물어라. ()שְבּו־ ָלכֶּם פ ֹּה עִם־ ַהח ֲֵ֔מֹור
나와 이 아이는 저 곳으로 갈 것이다. (ַד־כ ֹּה
ָ֑ ) ַו ֲאנִי ְו ַה ֵַ֔נעַר נ ְלכָה ע
우리는 예배할 것이다. () ְונִשְתַ ֲחוֶּה
그리고, 우리는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 ְונָשּובָה אֲליכֶּם
(6 절) 아브라함이 번제를 위한 나무를 들어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웠습니다.
() ַויִקַח ַאב ְָרהָם אֶּת־עֲצי הָעֹּלָה ַויָשֶּם עַל־י ִ ְצחָק בְנֵ֔ ֹו
그는 그의 손에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 ַויִקַח ְבי ֵָ֔דֹו אֶּת־הָאש ְואֶּת־ ַה ַמא ֶּ ֲָ֑כלֶּת
그들 둘은 함께 갔습니다. ()וַילְכּו שְניהֶּם יַחְדָ ו
(7 절)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나의 아버지”라고 말했습니다. ()וַי ֹּאמֶּר י ִ ְצחָק אֶּל־ַאב ְָרהָם ָאבִיו
아브라함이 “내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וַי ֹּאמֶּר ָא ִֵ֔בי
그가 말했습니다. ()וַי ֹּאמֶּר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 ִהנֶּנִי ְב ִנָ֑י
이삭이 말했습니다. ()וַי ֹּאמֶּר
보세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הִנה הָאש ְוהָע ִֵ֔צים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이 없습니다. () ְואַיה ַהשֶּה לְעֹּלָ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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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절)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וַי ֹּאמֶּר ַאב ְָר ֵָ֔הם
하나님께서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을 자신을 위해 준비하실(선택하실) 것이다. 내
아들아. ()אֱֹלהִים י ְִראֶּה־לֹו ַהשֶּה לְעֹּלָה ְב ִנָ֑י וַילְכּו שְניהֶּם יַחְדָ ו
(9 절)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려 주신 곳으로 갔습니다.
() ַוי ָב ֹּאּו אֶּל־ ַהמָקֹום ֲאשֶּר ָאמַר־לֹו ָהאֱֹלהִים
아브라함은 그 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 ַויִבֶּן שָם ַאב ְָרהָם אֶּת־ ַה ִמז ְֵ֔ב ַח
나무들을 정돈하여 놓았습니다. () ַויַעֲרְֹּך אֶּת־הָע ִ ָ֑צים
그는 그의 아들 이삭을 묶었습니다. () ַויַעֲק ֹּד אֶּת־י ִ ְצחָק בְנֵ֔ ֹו
그는 그를 제단 위, 나무 위에 올려 놓았습니다. () ַויָשֶּם א ֹּתֹו עַל־ ַה ִמז ְֵ֔ב ַח ִמ ַמעַל לָעצִים
(10 절) 아브라함이 그의 손을 뻗었습니다. (שלַח ַאב ְָרהָם אֶּת־י ֵָ֔דֹו
ְ ִ ) ַוי
그는 그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 칼을 들었습니다. () ַויִקַח אֶּת־ ַה ַמא ֶּ ֲָ֑כלֶּת ִלשְח ֹּט אֶּת־בְנֹו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집을 떠난지 삼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곳을 바라 보았습니다.함께
온 종들을 그곳에 남겨 둔 채 번제를 위한 나무를 아들 이삭의 어깨에 지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희생
제물(아들)을 잡아 번제로 드릴 불과 칼을 들었습니다. 이삭은 무언가 이상한 듯 아버지 아브라함에
게 번제를 드릴 불과 나무는 있는데 정작 희생제물인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느냐는 질문을 합니다. 그
러자 아브라함은 여호와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라 대답하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지정하신 그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명령대
로 이삭을 묶어 제단 위, 나무 위에 올려 놓고 이삭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4 절을 읽으십시오. 삼일째 되는 날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멀리 산을 바라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삼
일째 되는 날 그곳에 도착하였습다. 삼일간의 여정 후에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창세기에서 “눈을 들어” 로 표현된 곳을 보면 모두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 사용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을 떠날 때 “눈을들어” 동쪽 요단을 바라보았습니다 (13:10). 아브라함은 “눈
을 들어” 자신을 방문한 하나님 일행을 바라보랐습니다 (18:2). 22장 13절에서도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뿔이 걸린 숫양을 보았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산을 보게 되었다는 것은 그의 여
행길을 멈추게 한 것이 하나님이고 그로 하여금 모리아 산 어느 곳을 알려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 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남아 있으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계획을 알립니다. 아브라
함이 종들에게 이야기한 세가지 계획은 어떤 한 것들입니까?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한 자신의 계획은 거짓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일들은 놀랍게도 그의 말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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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절을 읽으십시오. 이삭은 이제 희생제물이 되어 자신을 불태울 나무를 지고 갑니다. 그를 잡을 칼과
그를 불태울 불은 아브라함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
예수님을 연상하게 됩니다. 만약 이삭이 예수님과 같은 희생양이라면, 예수님을 끌고가는 형의 집행
자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로 인해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어 그리
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믿었다는 말은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고 결국 주님을 죽인 사
람이 바로 나라는 의미입니다. 손에 칼과 불을 든 아브라함이 바로 ‘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순
간 아브라함이 느꼈을 감정을 자신의 말로 표현해 보십시오.

7 절과 8절을 읽으십시오.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양이 없습
니다”라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아브라함은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번제를 위한 어린 양을 자신을 위해 준비하실(선택하실) 것이다”라고 이삭
에게 말합니다. 여기서 ‘준비하다’ ‘선택하다’라는 말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 ‘이에레’ ()י ְִראֶּה는 원래 ‘보
다’(see)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준비하시리라’로 번역되어 있는데 그것보다는 ‘선택
하다’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좀더 적합한 번역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미 숫양
이 그곳에 있었고, 이삭이 제물로 올라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신 둘 중에 숫양을
희생제물로 선택하셨습니다. 물론 그 숫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9 절과 10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은 말없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삭이 지고 온
나무를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이삭을 묶어 그를 잡으려고 칼을 들었습니다. 이야기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합니다. 이 순간을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17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
렸느니라 18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19 저
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히 11:17~19).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능히 죽은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히브리서의
말에 따르면 아브라함의 이 행위는 신약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이 없으면 전혀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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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이 나무위에서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만에 부활하심으로 말
미암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한 그 시험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근거로
이 에피소드를 통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믿는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참된 진리는 무엇일까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 주제

본문이포함하고 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 하나님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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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 이레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2:11~19)
11.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
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하매
12.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
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
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
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15.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16.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그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18.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19.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원어해석하기
(11절) 그러나,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부터 그에게 말했습니다.
(ש ֵַ֔מי ִם
ָ ) ַויִק ְָרא אלָיו ַמ ְלאְַך י ְהוָה מִן־ ַה
그가 말했습니다. ()וַי ֹּאמֶּר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אב ְָרהָם ַאב ְָר ָ ָ֑הם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וַי ֹּאמֶּר
제가 여기 있습니다. ()הִננִי
(12 절) 천사가 말했습니다. ()וַי ֹּאמֶּר
네 손을 그 아이에게 뻗지 말아라. (שלַח י ָדְ ָך אֶּל־ ַה ֵַ֔נעַר
ְ ִ)ַאל־ת
그에게 아무 것도 하지 말아라. ()וְַאל־תַ עַש לֹו מ ְָ֑אּומָה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כִי עַתָ ה י ָדַ עְתִ י כִי־י ְרא אֱֹלהִים ֵַ֔אתָ 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를 나에게 주는 것을 아끼지 않는 것을 통해,
(שכְתָ אֶּת־ ִבנְָך אֶּת־יְחִידְ ָך ִמ ֶּמנִי
ַ )וְֹלא ָ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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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절) 아브라함이 그의 눈을 들어 보았습니다. () ַויִשָא ַאב ְָרהָם אֶּת־עינָיו ַוי ְַרא
수풀 속에 뿔이 걸린 한 숫양이 있었습니다. () ְוהִנה־ ֵַ֔אי ִל ַאחַר נֶּ ֱאחַז ַב ְסבְַך ְבק ְַר ָנָ֑יו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잡았습니다. ()וַילְֶּך ַאב ְָרהָם ַויִקַח אֶּת־ ָה ֵַ֔אי ִל
그는 그의 아들 대신 그 것을 번제로 드렸습니다. () ַויַעֲלהּו לְעֹּלָה תַ חַת בְנֹו
(14 절) 아브라함이 그 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불렀습니다.
() ַויִק ְָרא ַאב ְָרהָם שם־ ַהמָקֹום הַהּוא י ְהוָה י ְִר ֶּ ָ֑אה
오늘날 “그 산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실 것이다”라 하듯이,
() ֲאשֶּר יָאמר הַיֵ֔ ֹום ְבהַר י ְהוָה י ָראֶּה
(15 절)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하늘에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ש ָמי ִם
ָ ) ַויִק ְָרא ַמ ְלאְַך י ְהוָה אֶּל־ַאב ְָר ָ ָ֑הם שנִית מִן־ ַה
(16 절) 그가 말했습니다. ()וַי ֹּאמֶּר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나 스스로 맹세하였다. (ְהוָ֑ה
ָ ש ַבעְתִ י נְאֻם־י
ְ ִ)בִי נ
왜냐하면, 네가 이 일을 했기 때문이다. ()כִי יַעַן ֲאשֶּר ָעשִיתָ אֶּת־הַדָ בָר ַה ֵֶּ֔זה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않으면서, (שכְתָ אֶּת־ ִבנְָך אֶּת־יְחִידֶּ ָך
ַ )וְֹלא ָח
(17 절)
내가 반드시 네게 복을 줄 것이다. ()כִי־בָרְך ֲאב ֶָּרכְָך
내가 반드시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번성케 할 것이다.
(שפַת ַה ָיָ֑ם
ְ ש ֵַ֔מי ִם ְוכַחֹול ֲאשֶּר עַל־
ָ ַארבֶּה אֶּת־ז ְַרעֲָך כְכֹוכְבי ַה
ְ ) ְוה ְַרבָה
네 자손이 그의 적들의 성문을 차지 할 것이다. (שעַר אֹּיְבָיו
ַ ) ְוי ִַרש ז ְַרע ֲֵָ֔ך את
(18 절)
또, 네 자손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 ְוהִתְ ב ֲָרכּו ְבז ְַרע ֲֵָ֔ך כ ֹּל ּגֹויי ה ָ ָָ֑א ֶּרץ
네가 나의 목소리를 들은 결과로서, (ש ַמעְתָ בְקֹּלִי
ָ )עקֶּב ֲאשֶּר
(19절)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 돌아갔습니다. () ַויָשָב ַאב ְָרהָם אֶּל־נְע ֵָָ֔ריו
그들은 일어나 함께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 ַויָקֻמּו וַילְכּו יַחְדָ ו אֶּל־בְאר ָ ָ֑שבַע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거주했습니다. (שבַע
ָ )וַישֶּב ַאב ְָרהָם ִבבְאר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아브라함이 손을 뻗어 아들을 잡고 칼로 그를 ‘잡으려는’ 순간 하나님이 여호와의 천사가 그를 불러
그의 하고자 하는 일을 제지 합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은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풀속에 뿔이
걸린 한 숫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잡아 이삭대신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 유명한 ‘여호와 이
레’라는 말이 여기서 생겨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대한 언약을 재확인 합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을 위한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일이 끝난 후 그들은 브엘세바로 돌아가 그곳에서 살았
습니다.
11 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하자 하나님의 천사가 그를 두번 부릅니다. 그
러자 아브라함은 하던 일을 중단하고 그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이 두번의 부름은 이 에피소드의 극적
인 전환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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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을 죽이려는 순간까지 기다리셨다가 개입을 하셨을까요?

12 절을 읽으십시오.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는 두가지를 써보세요.

천사는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를 나에게 주는 것을 아끼지 않는 것을 통해, 이제 네가 하나님을 두려
워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험을 거치지 않고는 하나님이 아브라
함의 믿음을 알 수 없었다는 말일까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들을 잡고자 칼을 드는 행
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12 절은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러한 과정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무언가 가르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
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앞 부분에서 다른 히브리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3 절을 읽으십시오. 천사의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눈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수풀에 불이 걸려 있는
한 숫양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것으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인
류 구원을 위한 제물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미 숫양을 선택하셨고, 바로 그곳에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이제 더이상 이삭이 제물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삭이 우리와 같은 약속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제물로 선택하셔서 이삭 대신에 죽은 그
숫양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였다는 말은 우리가 집에 가만이 앉아 있는데 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온전히 깨닫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체험은 죽음과 부활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것입니다. 사실 이 순간
이삭은 죽었다가 산 몸으로 간주하여야 합니다. 부활의 몸이지요.

14 절을 읽으십시오. 이 절에는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그 말의 유래는 여호와께서 나타
나신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보다’ ‘선택하다’라는 의미의 히브리 동사 ‘라아’ ()רָאה의
ָ
수동형을 사용
하여 ‘나타나다’ ‘선택되다’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에 개입하신 것입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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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이 제물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죽어야 할 아들을 살려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
타나셔서 개입하신 것은 훗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상에서 인류를 위해 제물이 되시는 모습을 보여
주는 예표이기도 합니다.
16 절에서 18 절을 읽으십시오. 16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멩세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
씀하십니까?

18 절에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복을 받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두가지만 보면 하브라함의 행위와 순종의 결과로 언약이 성취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으로 되어 있
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의 행위의 결과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
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준비하셔서 자신이 행하신 그 일
을 아브라함의 의로 전가하고 계십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복은 아브라함이 받는 것이지요. 그것
이 구원입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 주제

본문이포함하고 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 하나님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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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가의 탄생과 사라의 죽음 (수요일)
오늘의 본문 (22:20~23:2)
20. 이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
였더라
21.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비 그므엘과
22.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브두엘이라
23. 이 여덟 사람은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브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24.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낳았더라
23:1 사라가 일백 이십칠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2.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아르바에서 죽으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
하며 애통하다가

원어해석하기
(20절) 이 일이 있은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אמ ֹּר
ָ֑ ) ַויְהִי ַאחֲרי הַדְ ב ִָרים ה ֵָ֔אלֶּה ַויֻּגַד לְַאב ְָרהָם ל
보십시요.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아들들을 낳았습니다.
()הִנה יָלְדָ ה ִמ ְלכָה גַם־הִוא ָבנִים ְלנָחֹור ָאחִיָך
(21 절) 그의 첫째 아들은 우스, 그의 형제는 부스와, 아람의 아버지 그므엘과,
(ָאחיו ְואֶּת־קְמּואל ֲאבִי א ֲָרם
ָ֑ ִ )אֶּת־עּוץ בְכ ֹּרֹו ְואֶּת־בּוז
(22 절) 게셋과 하소, 빌다스와 이들랍, 그리고 브두엘이었습니다.
() ְואֶּת־ ֶּכשֶּד ְואֶּת־חֲזֵ֔ ֹו ְואֶּת־ ִפלְדָ ש ְואֶּת־י ִדְ ָלָ֑ף וְאת בְתּואל
(23 절) 브두엘은 리브가를 낳았습니다. (ֶּת־רב ָ ְָ֑קה
ִ )ּובְתּואל יָלַד א
이 여덟 명은 밀가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에게 낳았다.
()שְמֹּנָה אלֶּה יָלְדָ ה ִמ ְל ֵָ֔כה ְלנָחֹור ֲאחִי ַאב ְָרהָם
(24절) 나홀의 첩, 그녀의 이름은 르우마였습니다. (אּומה
ְ )ּופִי ַלגְשֹו ּו
ָ֑ ָ שמָּה ְר
그녀도 또한 데바와 가함,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습니다.
() וַתלֶּד ּגַם־הִוא אֶּת־ ֶּטבַח ְואֶּת־ ֵַּ֔גחַם ְואֶּת־תַ חַש ְואֶּת־ ַמ ֲעכָה
(23 장 1절) 사라는 127 년을 살았습니다. 이것이 사라가 살았던 햇수입니다.
(ש ִנָ֑ים שְני חַיי ש ָָרה
ָ שבַע
ֶּ שנָה ְו
ָ שנָה ְו ֶּעש ְִרים
ָ ) ַויִהְיּו חַיי ש ֵָָ֔רה מָאה
(2 절) 사라는 기럇아르바,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ארבַע הִוא ֶּחבְרֹון ְבא ֶֶּּרץ כ ָ ְָ֑נעַן
ְ )וַתָ מָת ש ָָרה ְבק ְִרי ַת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해 애통하고, 그녀를 위해 슬퍼했습니다.
() ַוי ָב ֹּא ַאב ְָר ֵָ֔הם ִלסְפ ֹּד ְלש ָָרה ְו ִלבְכ ֹּתָ ּ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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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의 시험이 끝난 후 이야기는 갑자기 갈대아 우르 지방에 남아 있는 아브
라함의 동생 나홀의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이야기는 누군가가 아브라함에게 소식을 전하는 형식으
로 전개됩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핵심은 리브가입니다. 동생 나홀의 가문에서 앞으로 이삭의 며느리
가 되어 약속의 자녀를 이를 리브가의 배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 장에서는 다시 아브라함의
집으로 장면이 바뀝니다. 지금까지 약속의 자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오던 이야기는 그 이야기의 중
심에 서있던 한 여인, 사라의 죽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상세히 살펴 보기로 하겠습니
다.
22 장 20절부터 24 절까지를 읽어 보십시오. 나홀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의 본처는 밀가이
고 , 첩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르우마 였습니다. 나홀은 밀가와 첩 르우마를 통해 몇명의 아들
을 갖게 됩니까?

‘열 둘’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한 족속의 ‘완전 수’ 입니다.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자신의
당대에 ‘열 둘’이라는 숫자를 완성합니다. 아브라함의 첫 아들 이스마엘은 당대에 ‘열 둘’이라는 숫자
를 완성합니다 (창 25:16).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손자인 야곱
의 세대에서야 ‘열 둘’을 완성합니다.
23 절을 읽으십시오. 성경은 나홀의 손녀인 리브가를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가 아는 바와 같이 리브가의 오빠는 라반입니다. 그런데 정작 남자인 라반에 대한 언급은 없이 리브
가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리브가의 탄생을 이렇게 상세한 족보를 통해 설명하고 있을
까요?

리브가를 특별히 언급한 것은 그녀의 탄생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며, 나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을 위해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나홀의 열두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
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리브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간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밀가 (왕비라는 뜻을 지님)가 자신의 남편 나홀
에게 나은 첫아들이 우스(Uz)입니다. 이 우즈는 욥기에 다시 등장하는데 만약 이 우즈가 정착하여 공
동체를 이룬 곳이 우즈라는 땅이라면 욥이 그 곳에 살았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욥은 아브라함보다는 더 늦은 시기에 태어난 인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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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 1절을 읽으십시오. 사라의 죽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127세에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녀가 90 세에 아들 이삭을 낳았으니 사라가 죽을 때 이삭의 나이는 37 세였고,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가 되는 해였습니다. 불행하게도 사라는 아들 이삭이 장가드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등지
게 됩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고향에서는 며느리 리브가가 태어난 것을 기록하고 있고, 바로 뒤이어 사라의 죽
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리브가의 탄생과 사라의 죽음을 대비하고 있을까요?

사라가 죽은 곳은 기럇아르바 (ַארבַע
ְ )ק ְִרי ַת입니다. 헤브론이라 이름하는 성입니다. 기럇이라는 말은
성, 도시라는 의미가 있고, 아르바는 사방(동서남북)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당시에 아마도 지리적
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곳은 예로부터 물이 풍부하고 사람이 살기에
매우 좋은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드리는 시험을 받을 당시까지 브엘세바에 살다
가 이곳으로 옮겨 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23 장 2절을 보면 이 땅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땅을 서로 다른 명칭으로 기
록하고 있는데 이 땅의 명칭들을 기록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창세기는 모세에 의해 기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처음 듣는 사람들은
모세를 따라 동행하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던 네피림의 후
손인 아낙자손을 보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다가 사십년을 광야에서 헤메는
신세가 된 바로 문제의 그 땅입니다 (민 13:22~33 참조). 당신이 그 헤브론 땅 거민을 두려워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 중의 하나라 가정을 한다면, 이 사라의 죽음과 이어지는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사서 영원히 자신과 후손의 소유로 하였다는 이 말씀을 듣고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이 헤브론 땅은 결국 갈렙에 의해 정복당합니다 (수 15:13~19참조).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갈렙은 유
다지파의 대표인물입니다. 그리고 유다지파를 통해 다윗왕조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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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 주제

본문이포함하고 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 하나님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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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벨라 굴을 장지로 사다 [1](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23:3~11)
3.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4.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5.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6.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7.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8.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내 말
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9.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하기를 원하노라
10. 때에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의 듣는데 아브라함
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11.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
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자를 장사 하소서

원어해석하기
(3 절) 아브라함이 그녀의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헷 족속에게 말했습니다.
() ַויָקָם ַאב ְָר ֵָ֔הם מעַל פְני מ ָ֑תֹו ַוי ְדַ בר אֶּל־בְני־חת לאמ ֹּר
(4 절)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 잠시 머무는 사람입니다. ()ּגר־וְתֹושָב ָאנֹּכִי ִעמ ֶָּכָ֑ם
당신들 중에서 나에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기를 바랍니다. ()תְ נּו לִי ֲא ֻחז ַת־ ֶּקבֶּר ִע ָמ ֵֶּ֔כם
그래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 묻게 하십시오. () ְו ֶּא ְקב ְָרה מתִ י ִמ ְל ָפנָי
(5 절)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 ַויַעֲנּו בְני־חת אֶּת־ַאב ְָרהָם לאמ ֹּר לֹו
(6 절)
내 주여, 우리 말을 들으십시오. (שמָענּו אֲדֹּנִי
ְ )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두머리입니다. (ְתֹוכנּו
ֵ֔ )נְשִיא אֱֹלהִים אַתָ ה ב
우리의 매장지 가운데 가장 좋은 곳에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십시오.
() ְב ִמ ְבחַר ְקב ֵָ֔רינּו קְב ֹּר אֶּת־מ ֶּ ָ֑תָך
우리 중에 누구도 자신의 매장지에 당신 죽은 자를 묻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אִיש ִמ ֵֶּ֔מנּו אֶּת־ ִקבְרֹו ֹלא־י ִ ְכלֶּה ִממְָך ִמקְב ֹּר מתֶּ ָך
(7 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의 사람들, 헷 족속에게 몸을 굽혔습니다.
(ָָארץ ִלבְני־חת
ֶּ ) ַויָקָם ַאב ְָרהָם ַויִשְתַ חּו ְלעַם־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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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절)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אמ ֹּר
ָ֑ ) ַוי ְדַ בר אִתָ ם ל
만약 내 앞에 나의 죽은 자를 묻는 것이 당신들의 뜻이라면,
(שכֶּם ִלקְב ֹּר אֶּת־מתִ י ִמ ְל ָפ ֵַ֔ני
ְ )אִם־יש אֶּת־נַ ְפ
내 말을 듣고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שמָעּונִי ּו ִפגְעּו־לִי ְב ֶּעפְרֹון בֶּן־צֹּחַר
ְ )
(9 절)
그에게 속한, 그의 땅 끝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나에게 주게 하십시오.
(ֶּר־לֹו ֲאשֶּר ִבקְצה ש ָָ֑דהּו
ֵ֔ ) ְוי ִתֶּ ן־לִי אֶּת־ ְמע ַָרת ַה ַמכְפלָה ֲאש
당신들 앞에서, 그가 제 값을 받고, 나에게 그 매장할 소유지를 주게 하십시오.
() ְב ֶּכסֶּף מָלא י ִתְ נֶּנָה לִי בְתֹו ְככֶּם ַל ֲא ֻחז ַת־ ָקבֶּר
(10 절) 에브론은 헷 족속 사이에 앉아 있었습니다. (י־חת
ָ֑ ) ְו ֶּעפְרֹון י ֹּשב בְתֹוְך בְנ
헷 족속 에브론은 헷 족속, 그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듣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대답
하며 말했습니다. (שעַר־עִירֹו לאמ ֹּר
ַ י־חת לְכ ֹּל בָאי
ֵ֔ ) ַויַעַן ֶּעפְרֹון ַהחִתִ י אֶּת־ַאב ְָרהָם בְָאזְני בְנ
(11 절)
아닙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שמ ֵָ֔ענִי
ְ )ֹלא־אֲדֹּנִי
그 땅은 내가 당신에게 드립니다. () ַהשָדֶּ ה נָתַ תִ י ֵָ֔לְך
그리고, 그 안의 굴도 당신에게 드립니다. () ְו ַה ְמע ָָרה ֲאשֶּר־בֹו לְָך נְתַ ִ ָ֑תי ָה
내가 내 동족들 눈 앞에서 당신에게 주는 것입니다. ()לְעיני בְני־ ַעמִי נְתַ תִ י ָה לְָך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십시오. ()קְב ֹּר מתֶּ ָך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아내의 시신 앞에서 울고 있던 아브라함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아내의 장지를 구입하기 위해 당
시 그곳을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인 헷족속과 장지를 놓고 거래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헷 족속의 이야
기를 들어 보면 참으로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땅의 소유권자인 헷족속은 무상으로 땅을 주겠다고 말
하는데 아브라함은 굳이 땅값을 지불해야만 한다고 주장합니다. 요즈음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23 장 전체는 다음과 같이 일종의 샌드위치 (Inclusio)구조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 말로는 액자구조라
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라가 헤브론에서 죽다 (1-2 절)
사라의 장례를 위해 막벨라 굴을 사다 (3-18 절)
아브라함의 제안과 헷족속의 첫 반응 (3-6절)
아브라함의 구체적 제안(에브론의 땅)과 땅 주인 에브론의 반응 (7-11절)
아브라함과 에브론이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땅을 거래함 (12-16절)
막벨라 굴과 앞의 밭, 사방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다 (17-18절)
사라를 막벨라 굴에 장사지내다 (19-20절)
1-2 절은 앞서 살펴 보았으므로 오늘은 사라의 장례식을 위해 막벨라 굴을 사는 과정 일부만 살펴보
려고 합니다 (3-11절). 이 내용은 사라의 죽음과 사라의 장례식 가운데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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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은 헷 족속들 앞에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헷족속 가운데 잠시 머무는 사람, 나그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
는 바와 같이 헤브론은 이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준 땅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땅입니다.
롯이 떠난 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창 13:14~17),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받고 지금 거래를 한 그 헤브론의 마므레 수풀에
이르러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았습니다 )창 13:18).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
로 소개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후 자신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서 사백년 동안 이방의 객이 된 이후에야 이 땅을 차지
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창 15:13-14). 그 때야 비로소 이 땅이 택하신 백성의 땅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을 나그네로 소개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5-6 절을 읽으십시오. 헷족속은 아브라함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헷족속은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두머리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을 통해 당시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의 위상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아브라
함을 자신들의 우두머리로 생각을 하였을까요? 훗날 전개된 역사 속에서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
에게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요?

7 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은 그들 앞에서 어떠한 행동을 보입니까?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우두머리
로 행세합니까? 아니면 나그네로 행세를 합니까?

왜 그가 우두머리가 아닌 나그네의 모습을 보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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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신 원하는 땅의 소유주인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그의 땅을 팔
것을 권합니다. 그러자 그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요청을 정중히 거절합니다. 여기서헷 족
속 에브론은 헷 족속, 그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자들이 듣는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며 말했습
니다. 즉, 땅을 사고파는 거래가 성사 된 후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이 아브라함의 땅임을 입증하는 증인
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굳이 무상으로 쓰라고 한 땅을 값을 치루고 산 것은 아브라함이 경제적으로 사리에 분명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은 나중에 사라는 물론, 아브라함, 이삭, 리
브가, 야곱의 첫 부인 레아, 그리고 야곱까지 장사를 지낸 곳입니다 (창 49:30, 50:13참조) . 즉, 아브라함
과 이삭과 야곱이 묻힌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이 땅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장 중요한 땅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 주제

본문이포함하고 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 하나님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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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벨라 굴을 장지로 사다 [2](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23:12~20)
12.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13. 그 땅 백성의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
라
14.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15.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 사백 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계하리이까 당신의 죽
은 자를 장사하소서
16.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좇아 에브론이 헷 족속의 듣는데서 말한 대로 상고의 통용하는 은 사
백 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17.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18.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19.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20.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원어해석하기
(12 절) 아브라함이 그 땅 사람들 앞에서 몸을 굽혔습니다. (ָָארץ
ֶּ ) ַויִשְתַ חּו ַאב ְָר ֵָ֔הם ִלפְני עַם ה
(13 절) 그는 그 땅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에브론에게 말했습니다.
(אמ ֹּר
ֵ֔ ָָארץ ל
ֶּ ) ַוי ְדַ בר אֶּל־ ֶּעפְרֹון בְָאזְני עַם־ה
만약 당신이 나를 합당히 여긴다면, 내 말을 들으십시오. (שמ ָָ֑ענִי
ְ )אְַך אִם־אַתָ ה לּו
나는 그 땅의 값을 줄 것이니, 나로 부터 그것을 받으십시오.
()נָתַ תִ י ֶּכסֶּף ַהשָדֶּ ה קַח ִמ ֵֶּ֔מנִי
그러면, 내가 나의 죽은자를 그곳에 묻을 것입니다. (שמָה
ָ ) ְו ֶּא ְקב ְָרה אֶּת־מתִ י
(14 절)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 ַויַעַן ֶּעפְרֹון אֶּת־ַאב ְָרהָם לאמ ֹּר לֹו
(15 절)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שמ ֵָ֔ענִי
ְ )אֲדֹּנִי
그 땅은 은 400 세겔입니다. (שקֶּל־ ֶּכסֶּף
ֶּ ַארבַע מא ֹּת
ְ )א ֶֶּּרץ
당신과 나 사이에 이것이 무엇입니까? (ַה־הוא
ָ֑ ִ )בינִי ּובינְָך מ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십시오. () ְואֶּת־מתְ ָך קְב ֹּר
(16 절)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들었습니다. (שמַע ַאב ְָרהָם אֶּל־ ֶּעפְרֹון
ְ ִ ) ַוי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그 은을 달아 주었습니다. () ַויִשְק ֹּל ַאב ְָרהָם ְל ֶּעפ ְֵ֔ר ֹּן אֶּת־ ַה ֶּכסֶּף
그가 헷 족속이 듣는 가운데 말한대로, (י־חת
ָ֑ ) ֲאשֶּר דִ בֶּר בְָאזְני בְ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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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절)

(18절)
(19 절)

(20 절)

상인들이 통용하는, 은 400 세겔을, (שקֶּל ֵֶּ֔כסֶּף ע ֹּבר לַס ֹּחר
ֶּ ַארבַע מאֹות
ְ )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땅은 결정되었습니다.
() ַויָקָם שְדה ֶּעפְרֹון ֲאשֶּר ַב ַמכְפ ֵָ֔לה ֲאשֶּר ִלפְני ַממ ְָ֑רא
(그 땅은) 에브론의 땅과 그 땅의 굴, 그리고 그 땅 주위에 둘러 있는 모든 나무인데,
(ֶּר־בֹו ְוכָל־הָעץ ֲאשֶּר ַבשָדֵֶּ֔ ה ֲאשֶּר ְבכָל־ ְּגבֻלֹו ָסבִיב
ֵ֔ ) ַהשָדֶּ ה ְו ַה ְמע ָָרה ֲאש
그의 성문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 가운데, 헷 족속이 보는 가운데, 아브라함의 소유로,
(결정되었습니다.) (שעַר־עִירֹו
ַ י־חת בְכ ֹּל בָאי
ָ֑ )לְַאב ְָרהָם ְל ִמ ְקנָה לְעיני בְנ
이 후에,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헤브론) 앞 막벨라 땅의 굴에 묻었
습니다. ( וְַאחֲרי־כן ָקבַר ַאב ְָרהָם אֶּת־ש ָָרה ִאשְתֹו אֶּל־ ְמע ַָרת שְדה ַה ַמכְפלָה עַל־פְני ַממְרא הִוא
) ֶּחב ְָ֑רֹון ְבא ֶֶּּרץ ְכנָעַן
그 땅과 그 땅에 속한 굴은 헷 족속으로 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결정되었습니다.
(ַת־קבֶּר מאת בְני־חת
ָ֑ ָ ) ַויָקָם ַהשָדֶּ ה ְו ַה ְמע ָָרה ֲאשֶּר־בֹו לְַאב ְָרהָם ַל ֲא ֻחז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아브라함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그 당을 팔 것을 요청합니다. 땅주인인 에브론
은 마지못해 땅의 가격을 이야기 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그가 말한 땅값을 지불하고 그땅을 소
유하게 됩니다. 에브론으로부터 막벨라 굴과 그 주변의 땅을 산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래를 그곳
에 묻었습니다. 그 땅과 그 땅에 속한 굴은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결정되었습니다.
12 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의 몸을 굽혔습니다. 7절에 이어 두번째 몸을
굽힌 것입니다. 당시 헷족속이 아브라함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두머리”라고 말하는
데도 불구하고 왜 아브라함은 계속에서 그들 앞에서 머리를 굽히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석가들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 앞에서 감사와 겸손의 모습을 보여 준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
라함이 절대 그들 가운데에서 그들의 지도자가 아니라 나그네임을 나타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3 절부터 15절을 읽으십시요. 아브라함은 에브론에게 땅 값을 줄 것이니 그것을 받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에브론은 마지못해 땅값을 400 세겔이라고 말합니다. 400 세겔이 어느 정도 금액인지
우리는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에브론이 적정한 가격을 받았는지 아니면 적게 받았는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16 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은 “상인들이 통용하는” 즉, 상거래에서 통용하는 은 사백세겔을 달아
서 에브론에게 줍니다. 그것으로 거래가 성사되었습니다. 여기서 “상인들이 통용하는”이라는 말은
당시 상거래 기준에 맞추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400세겔을 정확하게 달아 주었다는 의미로 해
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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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절과 18 절을 읽으십시오. 17 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에브론으로부터 산 땅에는 어떠한 것들이
포함됩니까?

18 절에는 아브라함으로 땅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의 증인들이 나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구체적으
로 증인들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이행한 것을 입증하는데에는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예레미야 32 장
에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숙부의 땅을 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32
장 12절에는 증서를 만들고 증서에 인친 사람들과 유다의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이유는 아마도 나중에 에브론이 죽은 후 그 후손
들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지 모른 다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었겠지만, 여호수아서의 가나안
정복전쟁에서 헤브론 땅의 소유권을 찾게되는 유다족속들에게는 그 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되찾
는다는 생각을 가질 수 도 있었을 것입니다.

19 절과 20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은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자신의 아내 사래를 묻었습니다. 사래
는 이 땅에 태어나서 이삭을 낳은 것으로 그의 사명을 다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인생을 돌아 보
면서 그가 불임이었어야 하는 이유, 그가 두번이나 남편에 의해 다른 남자들에게 넘겨져야 했고, 그
과정을 통해 구속의 의미를 알리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사실 등을 보면서 진정하나님의 축복을 받
는 다는 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축복과는 전혀 다른 것임을 알았습니다. 사라의 죽음 앞에서
사라의 인생을 다시한번 정리해 보시고 택한 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행하야 하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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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 주제

본문이포함하고 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 하나님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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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 나의 땅 나의 족속에게 가라 (토요일)
오늘의 말씀 (창 24:1~9)
1.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2.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3.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5.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좇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6.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7.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지
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8. 만일 여자가 너를 좇아 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
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9.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원어해석하기
(1 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וְַאב ְָרהָם ז ֵָ֔קן בָא ַבי ִ ָָ֑מים
여호와께서 범사에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וַיהוָה ב ַרְך אֶּת־ַאב ְָרהָם בַכ ֹּל
(2 절) 아브라함이 그의 모든 것을 맡고 있는 늙은 종에게 말했습니다.
(ֶּר־לֹו
ָ֑ )וַי ֹּאמֶּר ַאב ְָרהָם אֶּל־ ַעבְדֹו זְקַן ב ֵ֔יתֹו הַמ ֹּשל ְבכָל־ ֲאש
너의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어라. ()שִים־נָא י ָדְ ָך תַ חַת י ְרכִי
(3 절)
내가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네가 맹세하도록 할 것이다.
(ש ֵַ֔מי ִם ואֹלהי ה ָ ָָ֑א ֶּרץ ֲאשֶּר
ָ שבִיע ֲֵָ֔ך בַיהוָה אֱֹלהי ַה
ְ ) ְו ַא
내가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않을 것과,
() ֹלא־תִ קַח ִאשָה ִל ְב ִֵ֔ני ִמבְנֹות ַה ְכנַ ֲע ִֵ֔ני ֲאשֶּר ָאנֹּכִי יֹושב ְבק ְִרבֹו
(4 절)
나의 땅,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택할 것을,
(ֶּל־ַארצִי ְואֶּל־מֹולַדְ תִ י תלְָ֑ך ְו ָל ַקחְתָ ִאשָה ִל ְבנִי ְלי ִ ְצחָק
ְ
)כִי א
(5 절) 그 종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וַי ֹּאמֶּר אלָיו ָה ֵֶּ֔עבֶּד
만약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ארץ ה ַָ֑ז ֹּאת
ֶּ שה ָל ֶּלכֶּת ַאח ֲַרי אֶּל־ה
ָ ֵ֔ )אּולַי ֹלא־ת ֹּאבֶּה ָה ִא
제가 당신의 아들을 당신이 나왔던 땅으로 데려가야만 합니까?
(ָָארץ ֲאשֶּר־יָצָאתָ ִמשָם
ֶּ ) ֶּההָשב ָאשִיב אֶּת־ ִבנ ְֵָ֔ך אֶּל־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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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י ֹּאמֶּר אלָיו ַאב ְָר ָ ָ֑הם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돌아가지 않도록 조심해라.
(שמָה
ָ שמֶּר ל ְֵָ֔ך פֶּן־תָ שִיב אֶּת־ ְבנִי
ָ ) ִה
(7 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ש ַמי ִם
ָ )י ְהוָה אֱֹלהי ַה
내 아버지의 집으로 부터, 그리고 내 족속으로 부터 나를 택하신,
() ֲאשֶּר ְל ָק ַחנִי מִבית ָאבִי ּומא ֶֶּּרץ מֹולַדְ תִי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신, () ַו ֲאשֶּר דִ בֶּר־לִי
그리고 나에게 “내가 이땅을 너의 자손에게 줄것이다”라고 맹세하신,
(ָָארץ ה ַָ֑ז ֹּאת
ֶּ אמ ֹּר ְלז ְַרע ֲֵָ֔ך אֶּתן אֶּת־ה
ֵ֔ שבַע־לִי ל
ְ ִ) ַו ֲאשֶּר נ
그가 그의 천사를 네 앞에 보낼 것이다. (שלַח ַמלְָאכֹו ְל ָפ ֵֶּ֔ניָך
ְ ִ )הּוא י
너는 그곳에서 내 아들을 위해서 아내를 택할 것이다. () ְו ָל ַקחְתָ ִאשָה ִל ְבנִי ִמשָם
(8절)
만약 그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 ְואִם־ֹלא ת ֹּאבֶּה ָה ִאשָה ָל ֶּלכֶּת ַאח ֲֵֶּ֔ריָך
너는 나와의 이 맹세에서 자유로워 질 것이다. (ש ֻבעָתִ י ָ֑ז ֹּאת
ְ ) ְונִקִיתָ ִמ
오직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만 말아라. (שמָה
ָ ) ַרק אֶּת־ ְב ִֵ֔ני ֹלא תָ שב
(9 절) 그 종이 그의 손을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넣었습니다.
() ַויָשֶּם ָה ֶּעבֶּד אֶּת־י ֵָ֔דֹו תַ חַת י ֶֶּּרְך ַאב ְָרהָם אֲד ָֹּנָ֑יו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그에게 맹세하였습니다. (שבַע ֵ֔לֹו עַל־הַדָ בָר ַהזֶּה
ָ ִ ) ַוי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아내 사라의 장례식을 치른 후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아내를 선택하여 이삭의 결혼을 서두릅니다.
당시 이삭은 이미 30 대 중반을 넘긴 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종을 불러 그에게 아들 이삭의 배
필을 구하는 사명을 부여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종에게 사명을 부여하는 내용입
니다.
먼저 1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은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밤사에 복을 주셨
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눈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그렇게 순탄하지도, 복을
받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자신의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친척
들이나 주변사람들은 아들을 쉽게 얻고 가문을 일구었는데 아브라함은 겨우 100세가 되어 아들하
나를 얻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보이기 위해 그에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져 그녀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마치고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그렇다
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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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부터 4 절을 읽으십시오. 3 절에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맹세하라고 명령한 내용 두가지를 찾아 적
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지 않고 굳이 자신의 고향으로 가서
구하라고 종에게 이야기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명기 7:1~4 참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있는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
리니 그 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네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
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신7:1-4).

5 절부터 9 절까지를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의 질문과 아브라함의 내 답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종은 그러한 질문을 하였으며 왜 아브라함은 “내아들을 그곳으로 데려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6 절), “오직 내 아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지만 말아라” (8절)라고 당부합니까? 갈대아인의 우르(빛)
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이 돌아가서는 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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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성경을 잘 읽어 보면,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시드기야 왕 때에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인
의 땅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사실상 그들의 역사는 그것으로 마감됩니다. 갈대아 인의 왕이 와서
유다를 멸망시키고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매” (대하 36:17)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대아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관현되
어 있는 중대사였습니다.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거주지를 이전하는 문제가 아니었습니
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그 땅으로 가서 살면 더 행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방땅에서 나그네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고난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고
향으로 돌아가서는 안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였기 때문입
니다. 당신의 삶은 어떠합니까? 당신의 이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이 당신
의 고향입니까?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 주제

본문이포함하고 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 구속(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 하나님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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