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3. 십계명의 서문이 무엇인가?
답 43: 십계명의 서문은 이러한 말이니 곧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 너를 종 되었던 애굽 땅에서
나오게한 자로다 하신 것이다.
출애굽기 20:2; 신명기 5:6
추가질문 1: 십계명을 주신이는 누군가요?
추가질문 2: 십계명을 주신이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했던 사람들과는 무슨 관계인가요?
추가질문 3: “너희 하나님 여호와”란 무슨 의미가 있나요?
추가질문 4: 하나님은 왜 이런 서문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설명:
십계명을 주신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너를 종 되었던
애굽땅에서 나오게한 자”라고 문답 43 은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리하는 것 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야 될 것인가를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나타나셨다. 출애굽의 사건은 이스라엘과 교회의 기억뿐 아니라
현실속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다. 구속에서 자유를 체험케 했던 역사적인 사건이며
이런 체험을 가능케하신 분이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은 정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첫째, 하나님의 초점은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나”와“너”란 단어를 쓴것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고 또 이스라엘의 신음소리를 듣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할 만한 인격체 되심을 말해주고
있다. 관계의 형성은 인격체와 인격체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그와 “동등”한 인격체로 인정해 주셨다는 것이다. 너무도 귀한 표현이 아닐수 없다. 비록
아버지와 아들은 아래 위의 수직 관계이긴 하나 아버지와 아들을 분명히 인격체와 인격체의
관계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은 아래 위의 수직 관계이지만 역시 인격체와 인격체의
관계이다.
둘째, 십계명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강림하심(하나님의 오심고 임재하심)을 구체적으로
나타내고 선포하는 것이다. (출 20:20)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강림하심은 정말 필요했다.
이스라엘은 오랜세월을 통해 그들의 구원자를 기달고 있었다. 애굽 400 년의 노예 생활은 그들의
마음을 간절하게 했으며 십계명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명령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함께하시고 또 모세를 통해 그의 오심을 온 이스라엘이 체험케 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임마누엘”이라고 칭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이다. (마 1:23)
십계명은 단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십계명이 주어졌다 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십계명이 발표되었다. 그러나 또 십계명은 완성되어야 했다. 그러므로
메시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계명의 완성이 이뤄지는 것이다. (요 19:30)

셋째, 하나님은 “여호와” 또는 “야웨”라는 이름을 지닌 신이라는 것이다. 이미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은 자신을 모세에게 소개하면서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자”이며 절대자이며 무한한
능력의 소유자로써 나타내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그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깨닫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서문을 기록하게 한데는 이유가 있다.
첫째, 하나님의 명령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이며. 명령에는 권위가 반드시 필요하다. 권위가
없은 명령은 이해될 수 없다.
둘째, 십계명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하고자하는 것이다.
셋째, 하나님과 사람사이에 사람이 반드시 지켜져야 될 의무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이다.
사람과 사람사이에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
지켜져야 될 것이 있으며,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