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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 앞에는 탄탄대로만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가 전개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을 놔두고 돌아가는 우회로로 인도하십니다. 더구나 이들을 비하히롯 

쪽으로 인도하셔서 홍해가 가로막는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 비하히롯 – 바알스본 : 수심 약 15m, 폭 10km 정도의 홍해바다 협곡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하히롯에 머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파라오는 악한 마음을 품습니다. 장자를 잃었던 슬픔이 분노로 

변했고, 200 만명이나 되는 종들을 그냥 내보내 줬다는 것이 후회감으로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그는 이집트 최정예 

전차를 끌어 모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 그들을 추격해 옵니다.  

* 두 가지 오해 주의 : 잔인하신 하나님(?),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울부짖었습니다. (10 절) 그 다음 반응은 원망입니다. (11 절) 

두려움은 우리의 시각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10a 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군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사탄과 어둠의 힘은 눈에 잘 보입니다. 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히 

11:1) 믿음은 눈 앞에 보이는 거대한 위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담대한 용기가 필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또한, 우리의 눈을 보이는 현상에만 주목하면 낙심이 옵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우리는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두려움-낙심-원망은 3 종 세트 입니다.  

 

이 때, 지도자 모세가 준 첫 메시지는 “두려워하지 말라” 였습니다. 두려움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마음이 아닙니다. 이 시점에는 눈 앞에 보이는 문제는 하나도 변한 게 없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바꾸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고, 이 때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다음 모세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고 합니다. (14) 인생 살다가 내가 극복할 수 없는 일들이 닥쳐 온다면, 그 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잠잠히 있어야 할 때 입니다. 외적으로는 침묵하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 완전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으로만 완전히 침잠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집중력을 최대로 올려서, 다른 어떤 것에게 한 눈 

팔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나의 시선을 주목하고, 24 시간 하나님 안에만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급한 명령이 모세에게 떨어집니다. (15절) 오히려 하나님께서 급해 보이십니다. 우리가 진짜 믿음 안에서 

백퍼센트 내맡기고 평안히 기다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급해 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구원계획이 밝히 

드러납니다. 그것은 홍해를 가르시는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십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 꼭 홍해를 건너도록 하셨을까요?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세심한 메시지가 들어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심 두려워하는 이집트 군대, 행여라도 광야 

길에서 언제든지 자신들을 다시 추격해 올 수 있는 두려움과 트라우마의 대상을 하나님께서는 홍해 사건을 통해서 말끔하게 

처리해 주셨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집트와는 완전히 결별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옛 

습관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떠나길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넌 것처럼,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물을 
지나면서 과거의 삶과는 완전히 작별한 주의 백성입니다. 이를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 
1. 지금 내가 삶에서 두려워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의 시각은 두려운 일을 보나요 하나님을 주목하나요? 

2.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나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이 원리를 나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3. 하나님과의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 내가 극복해야 할 과거의 트라우마와 옛 습관은 어떤 것이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