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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년 4 월 30 일

일. 노아의 자손들:
❖ 가나안이 받은저주.
— 술에 취하면 자제력을 잃게 됩니다 (잠 23:31-35). 노아는 술에 취해서 천막에서 벌거
벗었습니다.
— 함이 자기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고 비웃으며 욕되게 하고 다섯째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함의 아들 가나안도 이 때 같이
있었을 것입니다 (창 9:22).
— 가나안과 그 자손들이 한 모든 악한 일들은 이 저주로 정죄 받았습니다. 그리고 셈의
자손 중에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분이 나온다는 것도 말씀하셨습니다 (창 9:25-27;
22:18).
❖ 민족들의 역사.
— 창세기는 노아의 자손 70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이 족장들은 각자 다른 지역에
정착했고 그 당시에 이 땅에는 70 개의 국가들이 생겼습니다.
— 그들 모두 죄가 어떻게 시작된 것과 노아가 이야기해준 구원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라멕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라멕은 그의 아들 노아에게
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 안타깝게도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바벨탑:
❖ 반역.
— 바벨에 사람들이 모인 것은 하나님께 대한 공개적인 반역이었습니다.
— 바벨론은 사탄과 그의 철학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바꾸려 하는 모든 것들을
상징합니다 (사 14:14; 계 18:2).
❖ 하나님께서 내려오심.
—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라오려는 시도를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반역이 더 커지기 전에
내려오셨습니다.
— 하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 멸망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창 7-8 장).
—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때가 차매” (갈 4:4)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신 것은
우리가 스스로 망하는 것을 막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혼자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오십니다.
❖ 흩어짐.
—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좌를 빼앗기 위해서 탑을 지었지만 그곳은 혼란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바벨”은 아카드말로 “하나님의 문”을 뜻하는데, 히브리어 동사,
“혼란시키다”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합니다.
— 하나님께서 홍수로 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 방주에서 나갈 때 온 땅을 가득
채우라는 명령을 하셨지만 (창 9:1), 그 자손들은 반항했습니다. 바벨탑 이후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강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 그들 대부분은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했습니다.
— 하지만 남은 사람들은 충실하게 하나님을 경배하였다 (창 11:27).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충실한 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