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피성(逃避城: 이르 미클라트)

2021. 11. 14

(수 20:1-6)

말씀: 신광호 담임목사

1.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좋은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좋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2.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을 정복한 후에 제비뽑기를 한 후에 가나안 전국에 여섯 개의 도피성, 피난처를
정하라고 하셨습니다. 도피성은 히브리말로 '이르 미클라트'라고 하는데, '받아들이
는 곳'이란 뜻으로 살인자라도 받아들이는 곳으로, 영어로는 the cities of refuge라
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정한 이유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보호하
기 위한 것으로 그 성에서 온전한 재판을 받고 피의 복수로부터 보호받게 하기 위
함이었던 것입니다.
수 20:3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 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 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
이다(새번역).
고대 사회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대응하라는 바벨론의 함무라비 왕이 만
든 법전이 통용되고 있었는데 만일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살해를 당하면 그 가
족은 모여서 복수를 위하여 '피의 복수자'를 지명하면 지명을 받은 사람은 가족을
죽인 살인자를 따라가서 복수의 살인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다 보면 복수의 복수가 계속되지 않겠습니
까? 우리 하나님은 이런 우리 인간의 죄성을 아시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는 복수
에 복수가 아니라 살인자도 피할 수 있는 도피성 제도를 허락하신 것입니다(4,5).

3. 이 도피성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죄
(罪)는 싫어하지만 죄인(罪人)은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
하시기 위해서 하나 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十字家)를 바라볼 때마다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느냐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죄
인을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도피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그러나 아무리 많은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해 놓고, 들어가는 길을 넓게 닦아
두고 밤낮으로 문 열어 두고 불을 켜 놓았을지라도 도피자가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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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16: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5. 그렇다면 평생 이 도피성에서 살아야 합니까?
수 10:6 그 살인자는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
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새번역).
그 당시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도피성을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
리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6.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나는 실수로라도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데 이 말
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요일 3: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마 5:22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를 모욕하는 사람은, 누구
든지 의회에 불려 갈 것이요, 자기 형제나 자매를 바보라고 하는 사
람은, 누구든지 지옥 불 속에 던짐을
받을 것이다(새번역).
그러므로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살인자라
도 품어주는 도피성과 같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고전 12:25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
라
26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
거워하느니라
2021/11/14 요절 말씀㊸ 요한일서 3:15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
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Anyone who hates his brother is a murderer, and you know that no
murderer has eternal life in h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