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기 소개
토드 존슨(Todd Johnson) 박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들을 몇 번이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되새기며 사사기를 소개합니다.
제 소개를 하고, 제가 소개할 성경을 소개하는 거지요? 참조할 수 있게 성경을 펴
놔야 할 것 같아요.
저는 토드 존슨(Todd Johnson) 박사입니다. 풀러의 예배, 신학, 예술학과의
학과장입니다. 제 전공 분야는 예배이고, 주로 교회의 현질적인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시간, 사사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사사기는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시대입니다. 더 정확히
번역하자면 족장이나 통치자에 의해서 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을 이끌 기회가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정복의 시기에요. 하지만 종종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이끌어야 했습니다. 사사기에는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락이나 기디언 같은 군사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드보라와 사무엘과 같은
예언자도 있었습니다. 삼손과 같은 나사렛 사람도 있었습니다. 엘리와 같은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들을 보면 놀랄 겁니다. 오늘날로 따지자면, 신원 조회를
통과하지 못할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이한 선택이었습니다. 이 신학적 관점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목적을 위해 선택한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들보다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응징의 사이클을 소개하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70 년대에 음악
수업을 들었던 제 나이 또래는-- "바늘 떨어뜨리기" 시험을 예를 들면 이해하실
겁니다. LP 음반으로 "랩소디 인 블루"나 "베토벤 9 번 교향곡" 같은 곡을 틀고, 바늘을
아무데나 올리고, 무슨 곡인지 알아내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바늘 떨어뜨리기'를 하면
네 곳 중 한 곳에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를
경험하고 있거나, 회복을 구하며 하나님에게 울부짖거나,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거나, 그들이 다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 사이클이 드보라의 이야기를 통해 어떻게 전개되는지 들어 보십시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 때에 랍비돗의 아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네 손에 넘겨 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에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 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러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와 같이 이 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그 땅이 사십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칠 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 주시니"
교회 안팍에서 일어나는 세상의 뉴스와 그 뉴스에 나오는 인물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백성의 변덕스러운 믿음에도 불구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 생활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집단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보내주신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