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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달라진 일상1 

1. 상황 

1) 장기화 

2) 주의 또 주의 

3) 주기도문 손씻기 

2. 역설 

1) 베니스의 수질 

①. 오버튜어리즘(Over Tourism) 

②. 벌금의 도시 

③. ‘인간이 떠나자 수질이 개선됐다’ 

2) 중국의 공기질 

①. 2 월이면 기승을 부리던 미세먼지 

②. 공장들이 멈춘 덕분 

③. ‘중국의 공기가 맑아졌다’ 

3) 씁쓸한 일상 

①. 달라진 일상  

②. ‘웃픈’ 상황,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③. ‘인간이 없으면 문제도 없다’2 

3. 노아의 방주 

1) 홍수 이후의 세상은 어땠을까? 

2) 홍수 기간의 모습은 어땠을까? 

3) 노아 가족의 일상은 어땠을까? 

 

II. 노아 가족의 일상 

1. “Stay in the Ark” 
1) 방주의 기간3 

2) 방주의 크기4 

3) 방주의 탑승객 

																																																								
1  “음성화일과 설교요약본을 각주와 함께 드리는 이유는, 기술적 한계 탓도 있지만, 이 참에, 기존의 일방적 전달과 수동적 예배 참여 방식을 탈피해 

보고, 귀는 기울이되 남는 눈과 손을 사용하여 보다 능동적인 예배 참여를 독려하고, 가정 안에서 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가정예배를 미리 

연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궁금한 점이나 오류를 발견하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말씀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 스탈린, ‘사람이 없으면 문제가 없다.(нет Человек,нет Пробпема, 녜트 칠로베카 녜트 프라블렘)’ https://news.joins.com/article/15308091 실제 

  스탈린이 이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Cf. ‘Avengers: End Game’에서 나오는 타노스의 어이없는 ‘절반’ 발상이 생각날 정도임. 
3 뒷면 <표-1> 노아의 홍수 기간 참조 
4 뒷면 <표-2> 노아의 방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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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의 모습 

1) 지나친 비관, 무모한 낙관 

2) 영화같은 현실5 

3) 재앙 아닌 평안과 소망6 

3. 노아의 가족 

1) 일상의 성실7 

2) 방주의 창문(6:16) 

3) 가족의 경건8 

 

III. 하나님의 마음 

1. 하나님의 영(3 절)9 

2. 상실의 시대 

1) 부패시대(2 절) 

①. 하나님의 아들 vs 사람의 딸10 11 

②.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사사기 시대의 전조 

③. 교회와 성도의 타락한 현실 연상 

2) 영웅시대(4 절) 

①. 네피림12 

②. 용사와 명성 

③. 영웅과 실패 

3) 범죄시대(5 절) 

																																																								
5  다수의 재난영화 중, 요즘 상황을 예언하다시피 한 영화 ‘컨테이젼(Contagion, 2011)’을 꼽는다. 참고로, 빌 게이츠가 2015 년 TED 강연을 통해 

최근 사태를 예고한 바 있다(https://www.ted.com/talks/bill_gates_the_next_outbreak_we_re_not_ready/transcript?language=ko) 
6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하는 생각이라.’(예레미야 29:11) 
7 이재철, 사명자반 
8 드라마 The Bible Episodes1, ‘In the Beginning’ (00’:01’’-05’:00’). 참고로, 또 다른 영화 ‘Noah’(2014, 러셀 크로우 주연, 대론 아로노프스키 

감독)는 성경이 아닌 유대경전 ‘미드라쉬’를 참조한 작품이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다름 
 은 머무르다의 뜻과 더불어 토론하다, 노력하다, 간청하다, 재판하다의 의미가 있음,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악을 보고만 있지(din)דון  9

않으시고, 더 이상 그 변명을 듣지 않으시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음 
10 대부분 ‘하나님의 아들’을 ‘1) 타락한 천사, 2) 왕 혹은 지도자, 3) 셋의 후손’으로 해석한다. 전통적인 견해는 ‘1) 타락천사’로 해석을 하지만, 많은 

비판 중 무엇보다도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의 딸들과 결혼이 불가능하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직전 5 장까지 열거되었던 족보인 

‘3) 셋의 후손’과 같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보고, ‘사람의 딸들’은 창세기 4 장의 가인의 후손으로 보아, 성도의 타락으로 문맥을 보는 것이 

적절한 해석이다(참조, 웨인 그루뎀, ‘조직신학’, 게르할더스 보스, ‘성경신학’ 등). 
 는 취하다의 뜻으로 결혼이라는 뜻 외에도 폭압적이고 강제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음. 따라서, 이들의 결합은 결혼만이 아니라(laqah)לקח 11

약탈과 강압을 수반한 관계로도 볼 수 있음 
 .은 신과 인간이 결합된 존재로 간주됨(cf. 길가메쉬 신화), ‘거인/영웅’이라는 뜻과 동시에 ‘멸망/실패’라는 의미를 동시에 가짐(nepilim)נְִפילִים 12

따라서, 사람 영웅의 비극적 운명을 내포하는 단어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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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람 죄악 가득 

②. 원죄+자범죄13 

③. 은사의 남용, 세상의 부패14 

3. 하나님의 한탄(6 절)15 

1) 후회와 위로의 양면 

2) 뜻을 돌이키심(삼상 15)과 불쌍히 여기심(신 32:38) 

3) 슬픔은 긍휼로, 긍휼은 사역으로 

 

IV. 하나님의 작정 

1. 심판(7 절) 

1) 하나님의 작정은 바뀌지 않았음의 반증16 

2) 죄인의 벌 

3) 의인의 상 

2. 시조론(Protology)17 

1) 심판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알고 계심18 

2) 1-11 장의 창세기 역할과 최초의 종말론 사건 

3) 첫종말의 사건을 통해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하는지를 보여줌 

3. 구원(8 절) 

1) 노아의 은혜 

①. 하나님과 동행(9 절) 

②. 하나님의 선물! 

③. 하나님의 은혜19 

a. 그의 의로움은 자신의 것 아닌 하나님의 선물 

b.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로울 수 있었던 것 

c.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온 집안 방주 입주(창 7:1, cf. 행 16:31) 

2) 방주의 은혜 

																																																								
13 아담의 타락 이후, 사람은 ‘원죄’를 물려받았고, 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죄를 더하여 범하는 자범죄’의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었다. 
14 보스, 성경신학, ‘(이들은)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남용하여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부패시켰다’ 
 은 ‘슬픔/후회’의 뜻과 동시에 ‘위로/격려’의 의미를 가짐. 이처럼, 하나님의 ‘탄식’은 ‘긍휼’로 이어지고, ‘긍휼’은 ‘사역’으로 이어짐(nhm)נחם 15
16 “하나님의 작정은 변하지 않으나, (인간의 죄/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섭리는 변할 수 있다”(김지찬, 월키 등, 계약/언약관계의 특성과 의미 참조) 
17 Richard M. Davidson, “Flood, The,” in Evangelical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electronic ed., Baker Reference Library (Grand 

Rapids: Baker Book House, 1996), 262. & W. A. Gage, The Gospel of Genesis: Studies in Protology and Eschatology; G 

    Walter A. Elwell, Evangelical Dictionary of Biblical Theology. 
18 팔머 로벗슨,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19 브루스 월키, 팔머 로벗슨, 참고로, 성경에서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여기에서 등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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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존의 언약20 

②. 불의 심판21 

③. 예수 그리스도22 

3) 예수의 은혜 

①. 오늘 우리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 

②. 그 날 노아의 방주를 바라보시던 마음 

③. 그 날 갈보리 언덕 위의 마음 

 

V. 적용: 방주에 머물라 

1. 회개 

1) 120 년23 24+7 일(7:10) 

2) 지나친 비관, 무모한 낙관  

3) 간절한 회개 

2. 경건 

1) 노아의 위로25 

2) 히브리서 11:726 

3) 코로나 시대 발코니 풍경 

3. 은혜 

1) 정결함의 은혜  

2) 사순절의 은혜 

3) 구원의 은혜 

4. + 공동체 

1) ‘분열’과 ‘와해’ 

																																																								
20 팔머 로벗슨, ‘계약신학과 그리스도’ 
21 베드로후서 3:5-7,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22 무지개 언약(창 6) vs 그리스도 보좌의 무지개(요한계시록 4:3)  
23 이 기간을 1)인간의 수명이 120 년으로 줄었다는 관점과 2) 노아의 방주 제작기간 으로보는 두 관점이 있으나, 홍수 이후 120 년 이상을 산 사람도 

있고, 벧전 3:20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를 보아 문맥상 2)의 견해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24 빌 게이츠는 앞선 TED강연에서 2015년 ‘에볼라 사태’를 통해 얻은 긍정적 측면은 세균과의 전쟁을 대비해야 할 필요와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지만, 

5 년 후 현재의 상황은 당시 이후를 전혀 대비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 
25 창세기 5:29,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참고로 5:25-

31, 당시 할아버지 므두셀라(969 세)와 아버지 라멕(777 세)과 노아(950 세)의 세 아들까지 4 대가 함께 살았던 시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6 히브리서 11:7,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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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주 공동체 

3) 그래도 감사 

 

VI. 결론: 달라져야 할 일상 

1. 우리의 일상 

1) 변질 아닌 변화 

2) 쫄 믈릅27 

3) 정결의 기간 

2. “Free from the Ark” 

1) 제단을 쌓다(8:20) 

2) 무지개 보좌(cf. 계 4:3) 

3) 생명의 호흡기 

3. 축원 

 

 

 

 

 

 

 

 

 

 

 

 

 

 

																																																								
27 동료 캄보디아 선교사 박영웅 목사 페이스북 글 참조 & 인터넷 보충참조( http://blog.daum.net/orrussey/1351343)  “일단 ‘쫄믈릅’이라는 

행사를 하는데 이는 처녀로 하여금 부모를 떠나 햇빛이 들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나이 많은 여인의 시중을 들면서 신부 수업을 하게 된다. 이 

‘쫄믈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동네 총각들에게 큰 희소식이다. 사실 쫄믈릅이라는 것은 좋게 이야기해서 신부수업인데, 실은 햇빛에 까맣게 탄 

얼굴을 희게 하기 위한 절차이기도 하다. 그 처녀의 남편이 되고자 희망한다면 처녀의 부모를 찾아 그 집 머슴살이를 자청한다. 대개 3 개월에서 

1 년 정도인데 무보수이다. 자기의 능력을 처녀 부모에게 보이는 것이다. 정해진 기간이 끝나 처녀의 부모가 사윗감으로 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양가의 부모들이 모여 결혼준비를 하나,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면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나야 한다. 그 동안의 수고비는 물론 받을 수 없다.”(출처: 

이시영, ‘꿈과 미래가 있는 캄보디아 101 가지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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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노아 홍수 기간28 

 

 Reference Event Date Day 

 7:4, 10 Announcement of the flood 7 days in advance (2/10/600) Sunday 

Waters prevail: 

150-day period 

7:11, 13 Flood begins; Noah and family enter the ark 2/17/600 Sunday 

7:12 Flood lasts 40 days and ends (3/27/600) Friday 

8:4 
Ark rests on mountains of Ararat after waters 

prevail and abate for 150 days total 
7/17/600 Friday 

Waters abate: 

150-day period 

8:5 Mountaintops eventually become visible 10/1/600 Wednesday 

8:7 
Raven sent out (after 40 days of mountaintop 

visibility) 
(11/10/600) Sunday 

8:8 Dove sent out (11/17/600) Sunday 

8:10 
Dove’s second flight (7 days later); returns with 

olive leaf 
(11/24/600) Sunday 

8:12 Dove’s third flight (7 days later); does not return (12/1/600) Sunday 

8:3 Waters fully abated; end of second 150-day period (12/17/600) Wednesday 

Earth dries: 70-

day period 

8:13 Noah eventually removes the covering of the ark 1/1/601 Wednesday 

8:14–19 Earth dried out; Noah leaves ark 2/27/601 Wednesday 

Total time in 

ark: 370 days 
    

 

																																																								
28  Crossway Bibles, The ESV Study Bible (Wheaton, IL: Crossway Bibles, 2008), 63. 혹은 ‘371 일’이라고 보기도 함. 날짜와 요일 산정은 

“Dates are in the form of month, day, and Noah’s year, as given in the text. Hence, 2/10/600 means the tenth day of the second 

month in Noah’s 600th year. Months are calculated at 30 days each. Dates in parentheses are extrapolations from dates 

explicitly given in the text.” Also,  D. A. Carson, ed., NIV Zondervan Study Bible: Built on the Truth of Scripture and Centered on 

the Gospel Message (Grand Rapids, MI: Zondervan, 2015),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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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 노아의 방주29 

 

																																																								
29 Logos Software Infographics & 다큐멘터리 4 부작 ‘The Reality of Noah’s A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