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44.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것이 무엇인가?
답 44: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것은 하나님께서 주도 되시고 우리 하나님도 되시고 또
우리의 구속자도 되시는고로 우리가 마땅히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하겠다 하는 것이다.
신명기 11:1; 베드로전서 1:17-19; 고린도전서 6:20
추가질문 1:

십계명의 서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시고자 하는것은 무엇인가?

추가질문 2:

어느 부분이 하나님께서 주가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추가질문 3:

어느 부분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추가질문 4:

어느 부분이 하나님께서 구속자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추가질문 5:

우리가 그의 계명을 마땅히 지켜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추가질문 6: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을 통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것이 있다. 그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분부하셨나요? (고전 11:24; 25)

설명:
십계명의 서문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것은 나열한다면 (1)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과, (2) 여호와가 우리의 하나님 되신다는 것과, (3)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주가
된다는 것이며, (4) 우리는 이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반드시 지켜 실행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설명은 되풀이 되고 또 되풀이 되어야 할 만한 내용이다.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의 죄성에 있는
것이다. 사람의 죄성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도 그 뜻을 따르려하지 않는다. 유감스럽지만
이것이 죄가운데 있는 사람의 본능이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보고 자신의 입장에서 먼저 고려해 본다. 하나님의 법이 나의 생각과
논리와 경험과 철학에 비쳐볼 때 과연 지킬만한 법인가를 늘 따지는 것이 죄성이 있는 사람의
태도이다.
이 서문은 왜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가를 너무도 명백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하나님은 인격체이시며 여호와이신
절대자께서 그가 지은 피조물이며 그가 구속한 그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 의무이다. 우리의 이성에 맞고 안 맞고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라는 분과 그의 권위에 의해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만 되는 것이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비난할 수 없다. 그의 위치는
절대자이시기 때문이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대목은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되심을 알 수 있다. 또
서문을 통해 그는 자신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해낸 구속주 됨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신명기 11:1 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동기를 설명해 주고 잇다.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사랑함으로 지키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위치와 권위로 인해 우리가 반박할 수 없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를 사랑함으로 그의 위치과 권위에 따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의 행사를 통해 그가 우리를 얼마나 지극히
대하셨던것을 깨닫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에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가 사랑함으로 출애굽하게 하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사랑함으로
따르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출애굽기 20:20 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강림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법죄치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말과 동일하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유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또한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데 있다. 그러므로 십계명의 서문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과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능력과 이적을 이스라엘이 기억하도록
쓰여진 것이다.
아들이 아버지를 기억 못한다면 그 아들은 아주 몹쓸자식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아주 몹쓸 백성인 것이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가 누구이시며,
그가 내린 은혜과 혜택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게 하는 방편이기도 하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만찬에서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오늘의 교회가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를 늘 마음에 두기를 원하셨다. 그리고 십계명을 순종할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며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바치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