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구원자를 세워 

삿 3:1-11                                                               2021년 11월 6일(토) 

1.  

가나안에 정착한 세대는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요, 가나안 정복 전쟁도 경험하지 못한 세대입니다.  

바로 이들 세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가르쳐 알게 하려 하시는 ‘그것’이란 무엇일까요?   

4절입니다.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셔서,  

전쟁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험이란, ‘훈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가르쳐 알게 훈련하시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하도록 훈련하십니다.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 삶의 문제들을 통해서 순종하도록 훈련하십니다.  

그런데 이 순종 훈련은 우리가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통과할 때까지 계속 됩니다.  

 

2. 

이스라엘을 순종훈련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이방민족들에 대해서 3절에 열거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네 그룹입니다.  

1)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 2) 모든 가나안 족속, 3) 시돈 족속, 4) 히위 족속 

 

성경에서 숫자 ‘4’는 네 방향을 의미합니다.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은 이스라엘의 남서쪽에,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시돈 족속은 이스라엘의 북서쪽에, 히위 족속은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 마디로 이 네 그룹이 이스라엘을 동서남북으로 포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남겨두신 네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시험하십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훈련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는 한 방향에서만 오지 않습니다.  

사방에서 옵니다. 이 방향에서 오는 문제를 막으면, 또 저 방향에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 방향에서 오는 문제를 막으면 또 다른 방향에서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한 마디로 삶의 문제는 언제나 우리를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이스라엘을 찌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문제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가만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든 삶의 문제들은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곧 내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고 훈련하실 때, 

동서남북 사방에서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동시에 몰려오게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반드시 피할 길을 내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문제가 다가올 때,  

그 문제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동시에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까지 훈련하십니다.  

 

3. 

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

서”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족속들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 거주한다’라고 기술하는 것이 맞는 표현인데,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에 거주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가나안 신들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데,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을 섬기게 된 겁니다.  

그 내용이 6절입니다.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세상의 어둠을 버리고 빛 되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데,  



반대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고, 빛 되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어둠을 따라 섬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입니다.  

 

7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러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채찍질하십니다(8절).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9절 상).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십니다(9절 하). 

 

‘이스라엘의 죄악 -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 이스라엘의 부르짖음 - 하나님의 구원’, 

이것이 사사시대 계속해서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이 패턴은 여전히 우리 삶에도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우신 자가 ‘사사’입니다.  

최초로 세워진 사사는 유다지파에 속한 ‘옷니엘’입니다(9절). 

사사시대에 처음 땅을 정복하는 일에 하나님이 택하신 지파는 유다지파였습니다.  

또한 그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최초의 사사가 세워진 겁니다.  

장차 유다 지파에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진정한 사사이신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러므로 사사는 장차 오실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10-11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에게는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10절 상)  

사사에게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받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습니다.  

 

둘째는, “... 그의 손에 넘겨 주시매 옷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10절 하) 

사사에게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 16:33) 

 

셋째는, “그 땅이 평온한 지 사십 년에..”(11절)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그 땅이 평온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평안’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입니다.  

 

사사에게는 성령이 임하고,  

사사에게는 승리가 있고,  

사사가 다스릴 때는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사사이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고, 승리가 있고, 평강이 있습니다.  

 

4.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삶의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훈련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때까지 훈련은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믿음과 순종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둘째,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고, 어둠을 버리고 빛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세상을 보고, 빛을 버리고 어둠을 따라서는 안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셋째,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사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또한 평강을 주십니다.  

참 사사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도록 기도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