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19일(주일) 속회공과
모세가 더디 내려올 때/ 출32:1-6/ 찬송가: 521장(구원으로 인도하는/ 통253)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성장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
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백성이 되기 위한 성장통을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들은 이 과정을 잘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돌파구를 찾으려다가 언약이 파기되고, 신앙여
정에서 뒷걸음질 쳤으며, 하나님의 진노를 샀습니다.
1.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막에 관련된 규정을 알려주시고, 직접 만들어
새겨주신 두 돌판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과 40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백성이 기다리지 못합니다. 모세가 더디 내려온다(출32:1)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순전히 백성들의
생각입니다. 모세는 애초에 기한을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들이 생각한 기한이 넘어가니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기다리지 않고 신속히 하나님을 저버렸습니다. 기다림의 한계에
봉착했을 때, 한 번 더 참고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인내가 소망을 이룹니다.
인내가 성숙을 이룹니다. 그러나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본위대로 결정하다 신앙여정에서
퇴보합니다.
*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생각될 때, 나는 기다리는 사람입니까, 돌아서는 사람입니까?
2.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아론을 찾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모세가 돌아올 것
같지 않으니 신을 만들어 내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백성의 믿음이 왜 흔들리고
있습니까?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지금 시내산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믿음도
흐려지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지도자가 주변에 있다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지나치게 의지하여 신앙생활하면 안됩니다.
사람을 보고 믿으면 그 사람 때문에 좋을 때도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흔들릴 때도 생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직 반석이신 하나님 위에만 서야합니다.
* 나의 신앙생활은 사람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3. 세상에서 보고 배운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으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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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네비스(Mnevis)와 같은 황소 신을 흉내낸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는 십계명 말씀을 이미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인 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론은 애굽에서 본대로
따라하며, 불안해진 백성들의 마음을 달래려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 신앙은 고수하는 척 합니다.
금송아지를 가리켜 ‘이제부터 너희를 인도해줄 새로운 신’이라 칭하지 않고,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라고 속입니다.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절기’이니 즐겁게 지키자고 말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섬기는 척 하며, 하나님을
기만한 것입니다.
*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의 방법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금주의 미션]
더는 기다리기 힘든 순간은 한 번 더 참아 인내하고, 세상 살아가며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찔림은 모른
척 넘기지 맙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