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2(수) 사사기 묵상 24 

사사기 6:25-40 

기드온 (3)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상을 찍어

버리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을의 우상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 할 때마다 주로 빠졌던 우상은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였습니다.

고고학적 연구에 의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가나안 땅에는 본래 ‘엘(El)’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은 ‘아세라’라는 여신과 결혼을 해 자녀를 무려 70명이나 두었고 그들이 다 ‘신’이라 불리우게 

되었습니다. 그 자식들 중에 가장 우두머리이면서 능력이 많은 신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주’ 라

고 불리는 ‘바알’이었습니다. 이 바알은 주로 비를 내리게 하고 또 사람들의 먹고 사는 식물을 공

급하는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을 의인화했던 바알신에 대한 신화가 북쪽 시리아 부근에서 후

에 변화되면서 바알에게는 ‘아스다롯’(사랑과 생산의 신)이라는 아내가 있었다고 바뀌게 되었습니

다. 그래서 시리아 쪽에서는 아스다롯을 바알과 함께 섬기게 되었고 그것이 주변 지역에도 영향

을 끼쳤던 것입니다. 기드온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도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

나님은 기드온에게 자신이 하나님 되심을 확인시켜 주시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명령을 내리셨

습니다. 그것은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과 아세라 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었습니다(25절). 그

러나 이것은 기드온의 아버지가 개인 소유한 우상이라기 보다는 그의 아버지가 관리하고 있는 오

브라에 모여 살던 아비에셀 사람들의 공동 소유였습니다(26절). 이에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기

드온의 아버지인 요아스는 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근거로는 첫째

로 기드온이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리, 상수리나무 곁에 살았기 때문입니다(11절상, “여호와의 사자

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상수리나무’

는 당시 사람들이 와서 절하고 우상숭배를 하던 나무였습니다. 둘째로, 바알과 아세라 상이 마을

의 공동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에게 있는(25절)”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볼 

때 이는 요아스가 마을의 우상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라 

하나님의 실재를 경험한 기드온은 ‘우상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받고 그것이 자신과 그의 가문에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지 알았지만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기드온에게는 여전히 인간적인 두

려움이 남아 있었기에 그 일을 밤에 몰래 순종하게 됩니다(27절, “이에 기드온이 종 열 사람을 데

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

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아침이 되자 날이 밝게 되고 마을 사람

들은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이 파괴된 것을 보고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은 곧이어 기드온의 소행임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기드온과 함께 그 전날 밤 거사를 행한 기드

온의 종 열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자백을 했을 것으로 주석가들은 해석합니다. 성읍 사람들은 분



노하며 요아스의 집으로 찾아가 기드온을 끌어 내어 죽이려고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요아스는 지

혜로운 말로 사람들의 분노를 잠재우고 바알이 참 신이라면 그가 스스로 우상을 제거한 자를 벌

하실 것이라고 말하며 마을 사람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의 마음에 자식에 

대한 사랑을 통해 그로 하여금 그의 잘못된 신앙을 돌아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에 사람들은 그 

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부르게 됩니다. 요아스의 말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고 이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 우상임을 스스로 드러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의 가문과 성읍 사람들이 섬기는 

거짓 우상을 제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상도 모두 제거하기

를 원하십니다. 남유다의 초기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지만 그들이 책망을 받은 이유는 모든 산

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대하 20:32-33,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길로 행하여 돌

이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만은 철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마음을 정하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인간 사이

의 혼인에도 그 결혼 서약에는 ‘평생 한 사람만 배우자로서 사랑하고 헌신하겠다’는 약속이 담겨

져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만을 온전히 사랑하며 섬기

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전에 따르던 우상을 모두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 만을 믿

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내가 제거해야 하는 우상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종교의 신이

나 미신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내

가 여전히 제거하지 못하는 우상이 과연 무엇인지 묵상하면서 오늘 하루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기도제목  

1.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분 만

으로 만족하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채우리<미얀마>, 최아브람<파키스탄>, 태일<I국> 선교사님의 가정과

현지 사역지의 건강과 필요 그리고 영적인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3.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 주변에 코비드 19로  

인해 또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한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