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브람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창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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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여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 번 환상으로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지만 그의 아내 사라는 믿음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분명하게 하시려고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우주의 주인이신 분과 눈을 보며
이야기하면서 자신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돔에 있는 몇 명의 의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람이 하나님을 다시 만났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씨에 대한 자기의 의심을 이야기 했습니다
(창 15:2).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믿었고
(롬 4:20-22) 이 약속은 이루어 졌습니다 (창 1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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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을 기다리다가 지친 사래는 자기가 그 씨앗의 어머니가
될 희망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녀는 다른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바로 젊은 여종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잉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논리가 믿음을 이겼습니다.
사래는 하와처럼 의심했고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행동을
했습니다. 아브람은 아담처럼 타협했고 사래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이 부부의 잘못된 행동은 지금까지
가나안 땅의 자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결정을 내릴 때에도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보호하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창 16:10-12).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창 17:11)

하나님은 10년 이상 가만히 계셨습니다. 그 후에 약속의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상징들을
만드셨고 모세, 예레미야, 바울은 이 상징을 피부를 제거하는
그 이상의 것으로 이해했다 (신 10:16; 30:6; 렘 4:4; 롬 2:28-29).
이 약속은 아브라함이 낳은 자손들 뿐만 아니라 세상사람 모두에게
하신 것입니다 . 그것은 씨, 구원자가 하시는 일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죄를 속하기 위해 돌아가신 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약속을 상징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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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 [“모든 사람의 공주
(여주인)”]

아브라함은 황당했습니다. 사라는 90살 먹은 할머니였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헛웃음이 나왔습니다(창
17:17).
하나님은 이 나이 많은 부부와 만나서 이야기하시려고 두 천사와
함께 사람의 모습으로 찾아 오셨습니다(창 18:1-2).
아브라함은 친절하게 손님들을 대접했고 옆에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을 챙겼습니다 (히 13:2).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약속에 대해 말씀하셨고 사라도 그 말씀을 듣고
웃었습니다 (창 18:12). 하나님의 약속은 확실했고 사라도 믿게
되었습니다(히 11:11). 마침내 하나님도 믿음으로 태어난 아들과 함께
웃으셨습니다 (이삭은 “그가 웃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창 18:25)

두 천사들은 소돔을 향해 먼저 떠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창 18:22).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중보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용서하실 수 있는 가장 적은
의인의 수를 협상했습니다 (창 18:23-32).50, 45, 40, 30,
20, 10… 마침내 협상이 끝났습니다. 숫자 10은 최소의
상징입니다. 예를 들어, 회당은 적어도 열사람이
있어야만 열 수 있었습니다.

네 명이 구조되었고 세명만 살아 남았습니다. 의인 다섯
명도 찾지 못했습니다. 오직 롯과 그의 아내와 두 딸 (벧후
2:7-8)만 살아 남았습니다.
소돔의 멸망은 악인들의 최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유 7).

엘렌 지 화잇. (대쟁투, 39장, 631)

“사람의 모습을 한 천사들은 자주 의인들이 모이는 곳에
옵니다. 또 천사들은 소돔성에 찾아가서 그 주민들의
행동을 기록하고 그들이 하나님이 넘지 말라고 하신 선을
넘었는지를 결정한 것처럼 오늘도 악인들의 모임에
참석합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몇몇 사람들 때문에
재난을 막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게 살도록
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 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은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 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알지
못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연약함 대신에
하나님의 강함을, 우리의 죄악 대신에 하나님의 의를 받아
들이도록 합니다. 나의 생명, 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습니다.”
엘렌 화잇 (복음 사역자 2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