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존의 위기 앞에서 

본문말씀: 출애굽기 14:10-14 

1. 현재 우리의 상황 

우리는 날마다 무엇인가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는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Pandemic) 있는 Coronavirus 19 의 문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생존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이 문제는 우리의 생존의 문제와도 직결이 되다 

보니 더욱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이 상황은 마치 천지 창조 이전의 상태인 카오스(Chaos) 

상황과 유사합니다. 이런 혼돈의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창조를 통하여 질서를 

잡아주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이 혼란스럽고 복잡한 이 상황과 

여러분들의 마음에 질서를 잡아주실 줄 믿습니다.  

2. 성경 본문의 상황 

오늘 본문의 사건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발생한 생존의 

위기 사건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라는 넘지 못할 바다가 있으며, 

뒤에는 애굽 왕의 군대와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헤 하려고 쫓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들은 생존의 위기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렇게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 면 불안하고 두렵고 불평과 원망이 표출됩니다.  

3. 위기 상황 속에 드러난 문제의 핵심 

오늘 본문의 핵심은 앞에는 홍해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라는 생존의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흔들렸다는 데에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11-12 절,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이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13 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들은 생존의 

위기를 당하자 여호와께서 자신들과 함께하시는지, 확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가 약하기에 어쩔 수 없기는 합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일이 잘 풀리지 않으면 아주 쉽게 실망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 



불행이 자신에게만 오는 거야, 하는 불평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한다는 것은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앞에 홍해 

바다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우리를 헤 하려고 온다 할지라도 비록 이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을 힘들게는 하겠지만 그 문제로 서로 다투고 원망하면서 ‘남의 탓’을 하지 

않습니다.  

4.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 자신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노예의 삶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지도자인 

모세를 따라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앞으로 가면 

바다에 빠져 죽을 상황이 되었고, 뒤로 가자니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고 

있는 생존의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쯤 되면 막막합니다. 답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거나 능력이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직면한 Coronavirus 19 의 상황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본문이 

말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고 불평하며 원망하며 여호와를 시험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연출됩니다. 

5. 신뢰심 부족 

세상에서 사람들이 생존을 위해서 저렇게 다투는 이유는 삶의 근원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신뢰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삶의 근원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삶의 태도는 우리 인생살이의 

궁극적인 의미를 붙드는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관점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입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뢰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오늘 말씀을 읽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만 믿고 살기에는 

현실이 그렇게 녹녹지 않다고 생각할 분들이 계실 겁니다. Coronavirus 19 라는 생존의 

위기의 사태에 몰렸는데 어떻게 걱정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고 공감을 합니다. 더구나 각자도생의 원리가 작동하는 이 세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아차 실수하면 세상에서 완전히 낙오된다는 두려움이 



우리를 사로잡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반드시 여러분 모두 각자의 한 평생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6. 반복되는 인생이 아닌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전염 상태로(Pandemic) 번진 코로나 19 사태에서 보듯이 

인류 전체가 당하는 재난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피할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크고 더 

파멸적인 재난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인간의 삶 자체가 사실은 

외줄 타기처럼 늘 위태롭습니다. 일상에 몰두하느라 그런 위기를 우리가 절감하지 못할 

뿐입니다.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서로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인생을 보낼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깊어질 때만, 

오늘 말씀처럼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삶의 궁극적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할 때 생존의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7.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이 시간에도 

분명한 사실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도 하나님의 의는 여전히 빛난다는 것입니다. 

방역과 치료에 매진하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생필품과 음식 

전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따뜻한 말을 나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빛을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근본적으로 여전히 Tucson 에 봄이 왔고, 

이 생존의 위기도 지나갈 것입니다. 결국 Coronavirus 19 도 우리 인생의 한 부분으로서 

지나갈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지는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