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10일(주일) 속회공과
이 말을 들으셨더라/ 민12:1-3/ 찬송가: 454장 (주와 같이 되기를/ 통508)
모세에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합니다. 믿음 없는 일반 백성들
이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 믿음을 인정받는 사람들, 지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결
정적으로 모세와 아주 가까운 자들이 모세를 비방하고 나섰습니다. 들어보면 별로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진
노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이들이 한 말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1. 나에게는 너그럽고 남에게는 엄격한 말이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다고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현 시점에서
결혼한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결혼한 것을 끄집어냈습니다. 또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금하신 것은 가나안 땅의 이방인들과의 결혼이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모세가 율법을 어겼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설령 모세가 지도자로서 백성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쳐도, 아론만은 이 사실을 비방해서는 안됩니다. 아론은
일찍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에게 절하게 한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너무
중하여 죽을 뻔했지만, 모세가 중보하여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큰 용서를 받은 자가
모세의 작은 흠결을 넘기지 못하고 비방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은 자로서 나는 용납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2. 사랑 없는 교만한 말이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비방으로 포문을 연 미리암과 아론은 이제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모세보다 못할 것이 뭐 있냐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교만함이 엿보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들이 모세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전(前)장에서 모세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 차라리 죽기를 호소할
만큼 책임의 무거움을 토로할 때, 아론과 미리암은 코빼기도 비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위한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권리만 주장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모세가 없는 곳에서
자기들끼리 얘기하고 또 백성들 앞에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리더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하나님께서 향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하실 일들에 걸림이 되게
했습니다. 진정 이스라엘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할 수 없는, 교만한 말과 행동들이었습니다.
* 나는 허락하신 신앙 공동체에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사랑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3. 하나님이 다 들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을 다 들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하는 일상적인 대화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운 형제의
비방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모세의

온유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대신

변호해주셨습니다. 또한 비방을 주도한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내리셔서 모세를 깎아내리던
아론이 자기 입으로 모세를 ‘내 주’라고 부르며, 하나님이 선처해주시도록 중재를 부탁하게
하셨습니다. 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십니다.
* 나의 말은 하나님이 높여주실 겸손한 말입니까, 하나님이 낮추실 교만한 말입니까?

[금주의 미션]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생각하고, 말하기에 신중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