옐라딤 하시딤

제1강: 모세와 여호수아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참고

성경봉독1/ 다함께/ 민수기 27장 18-23절

[18]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
게 안수하고
[19] 그를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20] 네 존귀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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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써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22]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여 여호수아를 데려다가 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23]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

모세와 여호수아

히브리어 성경은 토라와 느비임과 케투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라는 모세5경이라 하고, 느비임은
선지서라 하며, 케두빔은 문학서라 하지요. 우리는 파라샤트를 통해 토라를 많이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느비임을 묵상합니다. 느비임은 이스라
엘의 역사에 나타난 선지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한 동안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
기로 합니다.
느비임이라 하는 선지서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여호수아란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열 여덟 살 때 태어난 인물입니다. 그는 요셉의 후손인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고 눈이란 사람의 아들이
었습니다. 눈은 아마도 이집트에서 낚시를 즐긴 사람이 아닌가 합니다. 귀족이란 말이지요. 여호수아는
일찌감치 군인으로 훈련을 받은 듯 합니다. 출애굽 제 1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하여 호렙산 근처에
이르렀을 때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 왔습니다. 이때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라고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물론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팔
을 들고 기도하게 하여 이긴 점도 있지만,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의 용맹함도 그 배후에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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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것이지요. 이후 여호수아는 모세의 부관이 되어 마치 경호원처럼 모세를 따라다녔습니다. 모세가 적
어도 두 번 호렙산에 올랐을 때도 여호수아는 모세를 떠나지 않고 지근거리에서 모세를 보좌했습니다.
출애굽 제 40년 브올의 사건이 있은 후, 모세는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여호수아를 자기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에 이어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가 되었지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를 느비임에서 가장 먼저 다룹니다. 히브리어로 적힌 느비임을 펴
봅시다. 그리고 우리 말로 된 예언서도 펴 봅시다.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지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은 모세는 결국 요단강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죽고 말았습
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모세 대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
다. 이때 여호수아의 나이가 102세였습니다. 이후 가나안 땅을 평정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각자의
땅을 얻게 해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그의 조상 요셉도 110세까지 살았지요.
110세까지 사는 것은 요셉 집안의 내력인 것 같습니다.

하브루타

1) 히브리어 성경 중 느비임이 어떤 책들인지 알아 봅시다.
2) 느비임의 첫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3)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4)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5) 하나님께서 모세 대신 여호수아를 통해 가나안 정벌을 이루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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