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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cle at a Glance

    이스라엘의 동과 서를 가로지르는 이스
르엘 골짜기의 남쪽 산지를 성경에서는 사
마리아라고 부르고, 북쪽 산지를 갈릴리라

고 부릅니다. “이스르엘”이라는 말은 “하나

님께서 씨 뿌리신다.”라는 뜻인데요. 그 이

름을 통해서 알아챌 수 있듯이 매우 풍요로

운 땅입니다. 땅에서부터 물이 나는 샘이 그 

크기의 차이만 있을 뿐 셀 수 없이 많이 있

어서 오늘날에도 이스르엘에 사는 사람들

은 자기들이 사는 곳을 “샘들의 골짜기”라

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곡창지대

로 그 중요성 또한 대단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스라엘의 중요한 사건들

이 이 골짜기에 위치한 여러 도시들을 중

심으로 벌어졌습니다. 대표적인 이야기로

는 드보라와 바락이 이곳에서 시스라와 싸

웠고 (삿 4:13-15), 사울은 요나단과 함께 블
레셋 군대를 맞이하여 전쟁을 치르다가 전

사했습니다 (삼상 31:2). 솔로몬은 교통의 요

지이자, 군사 전략상 요충지인 이스르엘 골

짜기의 므깃도에 병거성을 쌓았습니다 (왕상 

9:15). 나봇의 포도원이 이 곳에 있었고요 (왕

상 21:1), 예후의 반란 때에, 이스라엘왕 요람
이 죽은 곳도 이 골짜기의 어딘가 입니다 (왕

하 9:24). 또 이집트의 파라오 느고를 맞이해

서 싸우다가 요시아가 죽은 곳이기도 합니

다 (왕하 23:29; 대하 35:20-35).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

디안 사람을 넘겨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삿 7:2)

이스르엘 골짜기. 이스라엘을 동서로 가로지르는 이스르엘 골짜기는 예로부터 교통의 요지이자, 군사적 
중요성 때문에 주요한 군사 도시들이 세워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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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골짜기의 동남쪽에는 길보
아 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길보
아 산 자락 아래에는 많은 샘(오아시

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롯 샘

가에 기드온을 장수로 한 이스라
엘 군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 수

가 삼만 이천명이었습니다 (삿 7:1-

3). 불과 몇 킬로 앞에는 미디안과 

가나안의 군사들이 이스라엘 군사

들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적군

의 수는 적어도 십삼만 오천명이

었습니다 (삿 8:10). 다섯 배에 가까

운 적군을 앞에 두고 기드온은 얼

마나 두려웠을까요? 비록 하나님

의 영이 임한 사사(Judge)일 지라

도, 눈 앞에 보이는 적들에 비해서 

턱없이 수가 부족한 이스라엘 군사

의 수에 낙담할 만도 했을 텐데, 하

나님의 계산 방식이 기드온과 다

른 것인지, 오히려 모인 이스라엘 

군인들의 수가 많다고 합니다. 일

대 오 (1:5) 로 싸워서 전쟁을 이긴

다면, 그야말로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용장(勇將)이자, 지장(智將)으

로 기억될 정도인데도 말이지요.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라는 하나님의 외침에 무려 이만 

이천 명이 돌아갔습니다. 남은 수

가 일 만명이니, 이제는 일대 십삼 

(1:13)입니다.  열 두척의 배(혹자는 

열 세척)로 일백 삼십삼척의 왜군의 

배를 격파한 것으로, 이순신 장군

이 바다 전쟁 역사에 길이 남는 장

군이 되었는데, 이보다도 더 큰 전

력 차이의 난관을 맞딱뜨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수도 많다

고 하십니다. 정말 당황스럽기 그

지 없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서 이스라엘 백성 만 명을 “시험”

하십니다. 

    길보아 산에 진을 쳤던 기드온과 

군사들이 물 가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군사들에게 물을 마

시라고 합니다. 그 물 마시는 모습

을 보시며 그들이 전쟁 하기에 준

비된 이들인지를 판별하신 것입니

다. 손에든 창과 방배를 내 팽겨치

고는 물에 뛰어들거나, 무릎을 꿇

고 고개를 물 속에 쳐박고는 벌컥

벌컥 마시는 이들은 전쟁에서 제

외되었습니다. 오로지 움켜 입을 

대고 핥아서 물을 마시는 사람만

이 선택되었습니다. 

    이 병사들이 어떤 모습으로 물을 

마셨는지는 성경의 묘사 만으로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두 

손으로 떠서 물을 마신다면, 굳이 

핥아서 먹을 필요가 없지만, 한 손

에 창이나 방패를 잡고 경계 태세

를 유지한 채, 한 손으로 물을 떠 마

신다면 핥아 먹을 수 밖에 없기에 

하롯 샘. 현재는 국립공원 “하롯 샘”으로 불리는 길보아 산자락 아래의 하롯 샘

사흐네. 현재는 국립공원 “간 하쉴로샤” 또는 “사흐네”로 불리는 길보아 산자락 아래
의 또 다른 샘. 국립공원 하롯 샘의 동쪽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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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그리고 나의 유일한 왕으로 

섬깁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

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거

는 일이었습니다. “말로만”이 아

니라, “삶”이라는 말이지요. 기드
온의 삼백 용사들의 이야기를 통

해서 보건대, 단지 “교회에 온다”

는 것 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

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아가

려는 준비된 삶의 태도와 실천”입

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늘 대비하는 자

세를 가진 이들을 뽑았던 것이 아

닌가합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단

지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 싸워서 땅을 지

키겠다는 열정 만으로도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준비되어 있는 삶의 태도와 

실천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

록 삼 백명일지라도 하나님은 준

비된 사람을 통해서 기적과 같은 

승리를 이끌어 내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

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

른다” (롬 10:10)라는 말을 너무나 

쉽게 생각해서 말로만 “그래 나 

예수님을 믿어.”라고 말하면 구원

을 얻을 수 있다는 착각에 사로잡

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

독교인이라는 이유로 유대인과 로
마인들로부터 박해를 받던 시대에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를 그리스

길보아 산에서 내려다본, 이스르엘 골짜기. 길보아 산에서 이스르엘 골짜기의 동쪽편을 내려다보면, 저 멀리 길르앗 산지(현재. 
요르단)와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샘들이 내려다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