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3일(주일) 속회공과
낯선 하나님께 두 가지 질문/ 출32:7-14/ 찬송가: 218장 네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통369)
본문에 등장하시는 하나님은 평소 우리가 알아오던 분이 아닌 듯 낯설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능력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럴 때 의문들을 무시하고
지나가면, 그냥 그 본문은 이해가 안되고 은혜도 안되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그러나 질문을
회피하지 않고 직시하여 묵상하다보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하나님에 대하여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또 그런 질문을 하게 된 나의 영적 상태에 대하여 알게 됩니다.
1. 약속을 안 지켜도 하나님은 용서해주셔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하자,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해 버리고, 대신 모세로부터 새로운 언약 백성이 나오게 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마음은 불편합니다. 이스라엘이 목이 뻣뻣한 백성임을 다 아셨으면서,
왜 한 번 더 참아주지 않으실까? 그렇다고 진멸하는 것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의 반응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맺은 시내산 언약은 조건부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제시하신 조건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는 것"이었고, 이에 대하여 백성은 그렇게 하겠다고 일제히 응답했는데,
40일도 채 지나지 않아 그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러니 계약이 깨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도 말씀을 읽으며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하신다고 느낍니다. 애초에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우리는 잘못한 쪽보다 용서하지 않는 쪽을 매정하게 느낍니다. 이것이
무엇을 뜻할까요? 이것은 그만큼 하나님과의 약속을 쉽게 생각하는 우리 내면의 생각이
반영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 안 지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다
용서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살다보면 하나님 말씀 안 지킬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건 너무 심하다고 보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을 나는 잘 지키고 있습니까?
2. 하나님도 잘 못 생각하실 때가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니 모세가 두 가지 이유를 들어 만류합니다. 첫번째는
하나님이 여기서 백성을 진멸하시면 애굽 사람들에게 악한 신으로 오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번성의 복과 땅의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들의 후손을 여기서 죽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땅에 떨어지는 셈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간언을 들으신 후,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십니다. 여기까지 읽고 나면,
우리 마음 속에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하나님도 잘못 결정하실 때가 있나?'
하나님이 모세보다 생각이 짧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굳이 '나를 말리지 마라'고 말씀하시면서까지 모세에게 향후 계획을 알려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도자로서 여기까지 온 모세가 어떻게 대답할지 듣고 싶으셨습니다.
속썩이는 백성을 진멸하고,
너무 달콤하게 들릴 것이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가장 존경받고, 하나님께

대신 너로부터 큰 나라를 세우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모세에게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택의 갈림길에서 모세는 자신의 영광보다
택합니다.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한 모세는 비로소 백성들에게
가장 인정받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발돋움하였습니다.
** 나에게는 좋아도 하나님 영광에 누가 된다면, 나는 그 길 택하겠습니까?

금주의 미션_ 더 넓고 깊은 바다로 나가기 위해 바꿔야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든, 삶의 자리에서의 선택이든, 모세처럼 선택하고 모세처럼 대답하십시오.
금주의 말씀_ 시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