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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월절과�무교절�
출애굽기�11:1~12:36�

 

“너희 어린양은 흠 없는 1 년 된 수컷이어야 한다...그러고는 그 피를 얼마 가져다가 그들이 양을 먹는 집의 문틀 양쪽과 

위쪽에 바르도록 하라. 바로 그날 밤에 그들은 불에 구운 고기와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출 12:5-8) 

 

유월절(逾越節)의 어원은, 넘을 유, 건널 월 자를 써서, 넘어서 건넌다는 뜻입니다. (출 12:12) 하나님께서 장자를 치는 종결 

재앙을 이집트 땅 가운데 내리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그것을 보고 그들 집을 넘어가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유래가 된 말입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이 있는 달을 정월로 정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살아간 시간에만 집중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유월절은 명확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잡은 흠 없는 어린양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들이 문지방에 바른 어린양의 피는 십자가에서 쏟으신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구약의 많은 

메시아 예언들은 이 천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성취 되었습니다. 

 

다음은 무교절에 대해 나누겠습니다. 무교절은 무교병을 먹는 절기입니다. 무교병은 누룩 (효모)가 들어가지 않은 빵이란 

뜻입니다.  빵에 효모를 안 넣으면 전혀 부풀지가 않고, 빵이 딱딱하고 맛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부터 7 일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무교절에 함축된 첫 번째 의미는, “서두름” 입니다. 효모가 들어간 빵은 숙성해야 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무교병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의미는 그들이 식사를 하는 모습에서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출 12:11)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바로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한 채로 먹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우리 마음을 작은 일에 뺏기지 말고 진짜 중요한 것에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도 이와 같이 전혀 예상치 못한 시기에 올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살전 5:2, 마 24:16-18, 마 25 장)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재림 신앙을 가지면 우리는 더 가치 있는 것들에 삶의 우선순위를 맞출 수 

있게됩니다.  

 

둘째, 무교절은 항상 ‘구원의 기쁨’을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한 번 감사하고 말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구원을 묵상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후손들은 매년 무교절 때마다 자기들의 조상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했습니다. 구원의 가치를 진정으로 느낀 사람은 항상 구원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교절은 “옛 습관을 버리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누룩은 부패하기 쉬운 옛 습관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부름 받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옛 습관을 완전히 끊어 버리라고 명하십니다.  

우리의 옛 습관은 대부분 세상에서 온 것들입니다. 문제는 이런 옛 습관이 마치 누룩처럼 우리의 순수한 신앙을 부패시키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누룩은 어떤 것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무교절 말씀을 통해서 본질에 집중하는 신앙, 예수님의 

재림을 염두한 신앙, 구원에 감사하는 신앙, 순수함을 유지하는 신앙을 잘 가꾸어 내는 사랑하는 우리 AKPC 청년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눔을 위한 질문 
1. 내가 예배에 집중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나는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2. 여러분은 구원받으신 것을 얼마나 자주 묵상하며 감사 하시나요? 구원이 나의 감사의 최우선 제목인가요? 

3. 여러분이 버려야 할 옛 습관은 어떤 것이 있나요? 이것을 버리기 위해서 나는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