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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 (찬 320)
1.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지도력을 온 백성들 앞에서 확증하시기 위하여 요단 강을 가르고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다(7). 이 시기는 요단 강이 범람하는 시기였다(15). 요단 강이
갈라진 사건은 미래의 사건을 보장받는 의미가 있다. 요단 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은 이제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그들 앞에서 쫓아내 주실 것이라는 미래의 승리를 보장해주신다(10).
믿음으로 보는 과거의 사건은 장래의 은혜에 대한 근거가 된다.
2. 요단 강을 건넌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다(8). 아더 핑크의 해석대로, 홍해가 갈라졌던 사건도 그들이 한
걸음씩 전진함에 따라서 바다가 갈라짐으로써 하나님께서 매 걸음마다 믿음을 요구하셨다고
이해한다면, 요단 강도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먼저 물로 들어섰을 때 갈라지기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부분이다.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 강
속으로 발을 내디디자 물은 멀리 아담 읍 변방에 쌓여 흐르지 않고 멈추어 섰다(15~16). 그리고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요단 강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
있어야 했다(17).
3. 이 과정에서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신다(5).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크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혹 보기 위해서는) 자신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는 일이 요구되었다. 신앙 생활에서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하는 어떤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당신은 이런 거룩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가?
4.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과 백성 사이의 거리는 이천 규빗(약 1 km)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은
지시하셨다(4). 이것은 멀리 떨어져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궤가 잘 보이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앞서 행한다는 사실을 또한 배워야 했다.
본문에서 이상하리만치 반복되는 말은 언약궤를 멘 제사장들이 앞서 행한다는 표현이다(3~4, 6,
8, 11, 13, 14, 15). 하나님의 언약의 두 돌판이 있는 언약궤를 메고 앞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내가 앞서고 하나님이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삶이다.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는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 행하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다.
5.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인생이 매일 한 걸음씩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는 거룩과 정결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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