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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아 사랑아 50
 

  약속의 땅 가나안 가는 길 – 수 21: 41-45
-  추석선물 (20140914) 

사람은 누구나 선물을 받으면 기뻐합니다. 그 선물이 

나에게 있어 아주 필요하고 절실한 것인 경우 기쁨은 극

대화합니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 가는 길에서  

여호와의 군대장관으로부터 든든한 약속의 땅, 가나안 가

는 길의 안내자 선물을 받습니다. 아주 귀한 눈을 물 속 

요단강에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물속, 말씀 속에서 눈

을 뜨게 되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여호수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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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도 못들어 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

먼저 따스한 손길로 엮어진

든든한 추석선물을

여호와의 군대장관에게서 받습니다

여호와 수아를 합한 여호수아의 눈이

물 속에서 눈을 뜹니다

물속의 땅을 밟자마자

두 눈을 전후좌우로 돌려

돌 12로 기념비를 세우고

햇빛이 비취는 가슴으로

파아란 꿈을 엮습니다

선물은 햇빛과 바람이 내기를 합니다. 햇빛이 따스히 

약속의 땅, 가나안 가는길에 비취입니다. 나그네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나그네들은 웃옷을 벗습니다. 프란체스가 이 

나라를 방문하여 온화한 미소로 온 나라를 따뜻하게 적시

듯이 물속에서 마음이 씻겨진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이  

따뜻하게 젖어들었습니다. 겸손과 온유가 젖어들었습니다.  

   

겸손한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을 받은 여호수아는 여호와

의 여호와 예수아의 수아가 합하여 된 글자입니다. 여호

수아가 된 이쪽에서 저쪽으로 가는 길 요단강을 건너 모

세를 잘 받들었던 그 겸손으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서는 

물 속에서 두 눈을 물 속에서 뜨며 돌 열둘을 세워 기념

비를 세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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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여호수아는 12명의 지파에게 골

고루 약속의 땅이 주어집니다.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

게 명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무릇 모세에

게 명하신 것을 하나도 행치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수 11:15)

겸손과 미소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게 

되는 여호수아는 12제사장의 든든한 기둥을 세우고 하나

님이 그토록 강조한 마음을 강하게 하라는 말씀에 힘을 

얻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석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수 1:6)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

세가 네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수:17)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

시니라(수 1:9)

여호수아가 군장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고 마

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하라 너희가 더불어 싸우는 모든 대적

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수 10:25)

마음을 강하게 하고 물속에 서 봐

물 속에서 몸을 구부리지 말고 곳곳이 서 봐

나의 눈을 보아

너 만을 향하고 있는 마음을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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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너에게 주는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기적을 보

아

물길이 멈추어 서서

약쪽에 멈추어 서서 그 물 장벽사이로 걸어봐

마음을 강하게 먹고 걱정을 말라는 하나님의 용기 불어 

넣어주심은 그 하나님의 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어떤 기적

이 일어나는지를 차근차근히 보여주십니다. 우선 사람의 

힘으로는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건너는 일입니다. 물길

이 멈추어 서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일

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

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수 3:13)

요단에 이르며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 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

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놓여지

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쌔(수 316)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는 중이에요

군대장관이 일어주었던

물이 우;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궤를 멘 제자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이 그쳐

아주 멀리까지 똑 같이 쌓이어

온전히 놓여

발이 땅에 닿으며

간을 건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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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의 지파에 12 사람을 택하고 (수 4:1)

물가운데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을 택하고 오늘밤 유

숙할 그곳에 두라(수 4:2)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열

둘을 세웠더니(수 4:9)

마른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널쎄(수 4:22)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나타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수 5:15)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말했던 그대로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맨발로 서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가나안 땅에 도찬한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눈 앞에 놓

여진 여기로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구체적인 방법이 주

어집니다. 여리고성을 매일 아무 말도 말고 한바퀴씩 돌

고 7일째 되는 날에 소리 높여 외치며 일곱바퀴를 돌아라

입니다.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수 6:3)

언약궤를 메고 일곱 제사장은 일곱 양각나팔을 잡고 여호와

의 궤 앞에서 행하라(수 6:6)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수 6:12)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일곱 번 도니(수 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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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라 돌아보라

아무 말 말고서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이레째 날에는 일곱 바퀴를 돌아라

큰 소리를 치며 일곱 바퀴를 돌아라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리로 들어가게 됩

니다. 그러나 자신만만했던 아이성은 하나님의 물건을 함

부로 손댄 까닭에 패하였으나 역시 하나님 여호와가 용기

를 북돋아준 말씀을 믿고 나아가 그 밤에 백성가운데서 

자며 화목제를 드리며 두려워말라 내가 네 손에 붙였으니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어지리라는 말씀에 굳게 섭니

다.  

아이성에 대해서는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

라(수 8:9)

여호수아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수 8:30)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

리라(수 10:8)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호수아가 가나안 가는 길에서 기

도를 합니다. 그것은 정말로 감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

는 기도를 합니다. 이 지구상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하

루의 해가 뜨고 해가 지는 일은 그 누구도 임의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여진 아모리사람들과의 

싸움 앞에서 여호수아는 태양을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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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찌라 하매 그대로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사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

찌어다 하매(수 10:12)

나는 너 태양에게 명령하노라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나는 너 달에게 명령하노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이다

그러면서도 제산문제에 대한 특별한 일은 제사장에게는 

유산을 주시 않는 방법입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

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목제물이 그 기업

이 됨이 그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음이었더라(수 13:14)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으로 주지아니하였으니 이

는 그들에게 말씀하심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기업

이 되심이라(수 13:33)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수 14:3)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오직 거할 성읍들

과 가축과 제물을 둘 들만 줄 뿐으로(수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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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게 골고루 나우어 주시면서

저에겐 아무것도 주시지 않네요

아무분깃도 주시않으시네요

오직 거할 성읍들과

가축과 제물을 둘

들만 주시네요

다만 화목제물만 주시네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이시네요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은 다만 각 지파, 

곧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서 얼마를 내어 그것

으로 살아가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48성읍이나 되었고 

거기 따른 사람도 붙여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레위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사십팔 성읍이요 또 그들이라(수 21:41)1)

성경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성직자는 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각 지파

에서 나누어 주는 성미나 헌금으로 그리고 사택, 곧 성읍

1)       -       
(콜 아레 하레윔 브토흐 하투자트 브네-이스라엘 이림 하르바

임 우스모테 우미그르쉬헨·레위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얻은 성읍이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들이라,NMSG

NPPG D.AGeMP P.NMSG NFSG NMPG NE NFP ANCMP

C.ANCF C.NMP.FZP, 수 21:41)..



9

으로 살아가는 사제입니다. 레위인들은 히브리어 글자그

대로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성직자입니다. 

저는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레위인입니다

저는 이 쪽 강에서 저 쪽 강을 연결하는 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힘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레위인은 프

란체스가가 한국에 와서 그 위력을 몇십만명이 모이어도 

질서와 깨끗과 미소로 나라를 조용히 다스리었듯이. 그러

나 하나님의 특별히 사랑하심으로 48주를 얻어 살아가는 

레위인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르바임 우스모테입니다. 바로 

웃음이 있고 겸손이 있는 이는 자기것을 가지지 않고 가

만히 있어도 48성읍을 얻고도 성읍에 딸린 들을 얻어  

예물들을 보관할 수 있게 넉넉하게 살아갑니다. 

이 각 성읍의 사면에 들이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

더라(수 21:42)2)

성경은 ‘들이 사면에’를 ‘우미크라쉐하 스비모테하3)’로 

합니다. 앞의 ‘하’4)와 ‘하’5) 로 하여 숨이 탁트이는 훤한 

2)   -             
(티흐예나 하아림 헤엘라 이르 이르 우미크라쉐하 스비보테

하 켄 라칼-헤하림 하엘라, VQIFZP D.NFP D.ADCP NFS

NFS C.NMP.FZS NS.FZS AB P.NMSG D.NFP D.ADCP.

were cities These every one with their suburbs round about

them thus were all cities these, 수 21:42).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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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가리킵니다. 똑 같은 이 리듬은 은닉 재산이 아닌 

투명한 재산임을 드러냅니다. 이 리듬은 다시   ‘보테하’6)

와 ‘그라쉐하’7)에서 2회 강조됩니다. 보태어 사는 삶과 

그렇게 하라는 이 리듬은 제사장의 삶을 풍요롭게 ‘보테

하’와 ‘그러쉐하’ 발음이 주는 보태주는 삶과 그렇게 되는 

감격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삶을 억지로 더 풍요롭

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을 하나도 안 가질 때 

도리어 닥아 오는 하나님의 은총이 더 큽니다. 언제나 남

을 위하여 사는 삶의 웃음에는 남을 배려하는 웃음이 있

는 곧 예수님 마음이 들어 있는 온유와 절제의 생활입니

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열조에게 맹세하사 주마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얻어 거

기 거하였으며(수 21:43)

여호와께서 그들의 사방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열조에게 맹

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모든 대적이 그들을 당한 자가 하나

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대적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음이라(수 21:44)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등하였더라(수 21:45)

5) .
6)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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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이 글들의 근거는 여호와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

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원문에서 여호수아으8)이고 예수아으로 번

역되어 있습니다. 모세9)와 관련하여서는 그 공통점이 연

단을 의미하는 언어 치아10)입니다. 이 히브리어는 구약의 

구원의 의미를 지니는 예수아11)에서도 공동으로 들어 있

습니다. 즉 모세 여호수아 예수로 이어지는 언어의 공통

점이 찾아집니다. 

그것은 우선 예수와 모세와의 관련성이 선입파다 법칙

이 적용되는 ‘모세아으’12)에서, 그리고 ‘요쉬아으13)’에서 

언어적 이어짐이 나타납니다. 처음의 불분리 접두사 역할

을 하는 물14)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뜻입니다. 모세와 예

수의 긴밀성은 구약에서의 ‘예수아’에서 그 긴밀성이 드러

나면서 ‘모쉬아으15)’가 바로 구원의미가 있고 기본형 ‘야

솨16)’가구원하다의 의미일 뿐만 아니라 동사 ‘모솨17)’ 또

8)  (여호수아으·NE. Joshua, 구원-Ίησούς,수 1:1; 출 24: 13,

15, 32: 17.

9) (모쉐·NE).

10) (쉰·연단).

11)  (예수아·구원, 시 119:155).

12)   (모쉬아으).

13)   (오쉬야아으).

14) (맴·물).

15)   (모쉬아으).

16) (야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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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야솨18)’에서 찾아집니다. 모세가 지도자였다는 것은 

언어 ‘지배하다’ 곧 ‘마솰19)’ ‘그로하여 만져지게 됨을 받

다’의 ‘베야메싀20)’, ‘손으로 만져보다’의 ‘마솨싀’21)에서 

뚜렷해집니다. 곧 모세는 메시야의 흔적으로서의 사역자

이며 여호수아 또한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로서의 관계입

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홀로가 아닌 여호의 종 모세

와 모세의 종 여호수아로 이어집니다. 이 불가분의 관계

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공통점이며 모세와 여호수아와 예

수님과 언어적으로 동일선상에 놓입니니다. 

더 긴밀하게 여호수아의 “여호수아”이름은 하나님의 손 

‘요드22)’ 언어가 시작되면서 구약에서 보이는 구원의 의

미 눈 떠지는 일을 구원 예수23)로 잇고 있습니다. 여성 

수동태분사로서 명사형일 경우 자유와 구원. 동사로는 ‘열

려 있다·넓다·완전한다'입니다. 발음 예수아24)･예수25)･존
17) (모솨).

18) (야솨).

19) (마솰).

20) (베야메싀, 출 10: 21).

21) (마솨쉬).

22) (요드).

23) (야솨/구원) 어원(기원) : KHCCOT 3467에서 유래TWOT :

929a 명사, 남성형 으로 자유', '해방', '번영': - 안전, 구원, 구

원하는 의미가 있다. 동사로는 '열려 있다', '넓다', 또는 '의롭

다', 즉 (함축적으로) '완전한다'; 사역동사 '자유롭게 한다',

또는 '돕다', '구조한다': - 전혀, 원수를 갖는, 옹호한다, 해방

한다(해방자), 돕다, 보존한다, 구출한다, 안전한다, 구원을 가

져오다(구원을 이루는), 구원한다의 뜻이 있다.

24)  (예수아/구원, 시 119:155).

25) (예솨/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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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26)･구원자27)로 찾아지는 구원28) 예수아29) 언어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시는 진행형을 보이는 예

수의 첫 글자 하나님의 오른 손 ‘요드’로 합니다. 히브리

어 글자 양 세30)에서 하나님의 오른 손 요드는 예수님이 

몸이 부서지도록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인도하신다는 뜻

을 언어가 가지고 있는 의의미입니다.  

예솨31) 예수32) 예솨33) 예수아34) 예솨아35) 언어 모두

에 들어 있는 치아 ‘쉰’36)의미로 음식을 잘게 씹어서 먹

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십자가를 

지시며 그의 백성들이 그의 말씀을 잘 듣고 잘게 씹어 먹

히시었습니다. 십자가상에서 그의 몸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는 표백된 뜻 히브리어 ‘하쉬쉬’37)에서 찾아집니

다. 그리고 히브리어 ‘요드38)’가 글자 앞에 놓이어 이 뜻

을 전합니다. ‘야훼’역시 이 글자가 앞에 놓이어 여호수아

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

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39)말합니다. 그리

26) (예쉬/존재, 창 23:8).

27) (예솨/구원자).

28)  (예슈아/구원, 시 119:155).

29) (야솨아/구원).

30) (세/양).

31) (예솨/구원).

32) (예쉬/구원).

33) (예솨/구원자).

34)  (예슈아/구원, 시 119:155).

35) (야솨아/구원).

36) (쉰/연단).

37) (하쒸쒸/표백).

38) (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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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

읍들을 위하여 담대히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

로 행하시기를40) 원하노라 하였습니다. 선히 여기시는 대

로 내게 행하시옵소서41)와 행하시기42)와 우리의 생각 밖

에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43)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44) 하

나님의 행하시는45) 일 모두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

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46)일을 눈으로 

바라만 보라하였습니다.  이 눈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

물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지금도 우리를 위

해 일하시는 우리의 구원47)을 보는 일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은 구원48)･구원49)･구원50)이시고 나의 구원51)･그 

나의 구원자가 구원52)･구원53)･구원54)이시어서 승리55)가 

39) (야세/행하시리라, 수 3: 5).

40) (야세/행하시기를, 삼하 10: 12).

41) (야세/행하시옵소서, 삼하 15: 26) .

42) (야세/행하시기를, 대상 19: 13).

43) (야세/행하시던, 사 64: 3).

44) (야세/행하시는 것은, 전 3: 14).

45) (마아쎄/행하시는, 전 7: 13).

46)  - (아쉐르-야아세르/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출 14:

13).

47) (예쉬엔누/구원)대상נ 16: 35; 시 65: 5, 68: 20, 79: 9, 85: 4,
95: 1.

48) ((예쉬아티/구원 시ּוׁשי 28: 8, 88: 1, 89: 26).

49) (예쉬아카/구원. 삼하 22: 36; 시 51: 14, 69: 13).
50)  (테슈아/구원, 왕하 13: 17).

51) (예쉬이/구원, 삼하י 22: 3, 47; 시 18: 2, 18: 46, 25: 5, 27: 9,
합 3: 18).

52) (예솨/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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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로 온 구원56)의 날이 이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입

니다. 구원의 역사는 구원57)의 구원58)까지 “예수아나”와 

“야솨아” 그리고 “예솨”와 “예쉬” 곧 예수님을 통해 이루

어집니다.  

53) (예솨/구원).

54)  (예슈아/구원, 시 119:155).

55) (야솨아/구원).

56) (예솨/구원).

57) (예솨/구원).

58) /(여호수아הֹו(하예쉬/구원, 출 17: 7) ･ ׁש ･ (예쉬/구원)ׁש
구원-Ίησούς, 출 24: 13, 15, 32: 17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