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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기 8:1-17 

 

이스라엘 사방으로 도망치는 미디안 적군들을 쫓을 때에 에브라임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불만을 

제기하며 크게 다투게 됩니다. 또 기드온은 함께 한 삼백명의 군사들이 전쟁에서 지쳤을 때 숙곳

과 브누엘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그들은 기드온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

다. 이처럼 기드온은 갑작스럽게도 내부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 

지난 시간에 묵상한대로, 24절을 보면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산지로 도망친 미디안 

연합군들을 잡아 처단하게 됩니다. 이에 그 땅의 주인이었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기드온과 크게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1절,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미디안과 싸

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아직 미디안 적군들을 다 처단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같은 민족끼리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1절에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기드온이 크게 다툰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2-3절의 

말씀을 볼 때 그것은 기드온이 아니라 기드온의 사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드온의 지

혜로운 말로 에브라임 사람들의 화가 누그러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의 말대

로, 기드온이 일부러 에브라임 사람들만 전쟁에서 제외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외

에도 12지파들 중에서 많은 지파가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삿 6:35, “기드온이 또 사자들

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에브라임 지파는 이전에도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을 분배 받는데 있어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훗날 사사 입다 때에도 기드온의 경우와 

비슷한 이유로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를 협박합니다(삿 12:1,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

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처럼 에브라임 사람들은 

민족의 지도자들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학자들은 에브라임이 이같은 불만을 

주기적으로 제기한 것은 아마도 자신들이 이스라엘 전체에서 12지파의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마음 

때문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 여로보

암에 의해 나라는 남과 북으로 나뉘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숙곳과 브누엘 사람들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나니 또다른 이스라엘 내부의 방해꾼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들은 바로 숙곳과 브누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드온은 그와 함께한 삼백명의 군사들이 

요단 강에 이르렀을 때, 피곤한 것을 알고 먼저 숙곳 사람들에게 음식을 요구하게 됩니다(5절, “그

가 숙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숙곳(Succoth)의 사람들은 갓 지

파에 속하는 민족으로서 요단 동편의 갓 지파가 차지한 성읍이었고 이곳은 얍복 강가에서 북쪽으

로 약 10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숙곳 사람들은 기드온의 요청을 거절하게 됩



니다. 다음으로 브누엘 사람들도 기드온의 똑같은 요구에 동일한 반응(거절)을 보이게 됩니다. 브

누엘은 ‘브니엘’을 가리키는 또다른 이름으로 숙곳에서 약 5.5마일 정도 떨어진 지역에 위치한 장

소였습니다. 이들도 당시 갓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갓 지파에 사는 형제들이 

사사 기드온의 요구에 거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눈에 볼 때, 기드온과 삼백 

명의 작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7년간이나 지배했던 미디안 연합군과 맞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

을 갖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상과는 달리 기드온의 군대는 미디안 연

합군을 당당히 무찌르고 연합군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까지 사로잡아 처단하게 되었습니다(21절,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네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 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

라.”). 그 결과 숙곳과 브누엘 사람들은 기드온에게 거절한 대가로 징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사 기드온에게 외부의 적인 미디안 연합군을 진멸하고 또 내부

에서 일어난 문제까지도 해결하게 하시며 이스라엘의 평화(샬롬)를 되찾게 하셨습니다. 만약 숙곳

과 브누엘이 믿음의 눈으로 기드온의 군대를 도왔다면 그들도 평화와 함께 보상을 얻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판단은 그릇되었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늘에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지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미움’을 받게 되리라고 말씀

하셨습니다(요 15:19,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

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

라.”). 그러므로, 우리와 부딪칠 수 밖에 없는 세상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롭게 참고 견디며(딤후 2:12), 동시에 온유와 두려움 그리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

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다른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 그들은 결

국 우리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입니다(벧전 3:15-16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

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정체성을 나타내며 샬롬의 은혜를 어디서나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제목 

1.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으로 주의 샬롬을 나타내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2. 우리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Chasefu Theological College(Zambia), 콜럼비아개혁신학교(보고타, 

김위동 선교사), Columbus House(노숙자 사역) 사역을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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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