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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거벗음의 수치
코디 아처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 그들은 에덴동산에서
벌거벗었으나( ערומים- 아루밈)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창 2:25). 금단의 열매를
먹음으로 반역한 후에 눈이 떠진 그들은 스스로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창
3장). 벌거벗었다는 것을 알게 된 그들에게는 두려움과 수치가 들어왔고, 이 때문에
하나님을 피해 숨었던 것입니다(창 3:7-10).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무화과 잎을 가지고 벌거벗은 것을 가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재간은 우리 죄를 완전히 가릴 수 있을 만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으로 그들을 가려주시려 동물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들 대신 동물의 생명을 취한 것입니다(창 3:21).

벌거벗은 것이 무슨 큰 일인가?
타락하기 전에는 사람이 벌거벗은 것은 선하고, 순수한 것이었죠. 수치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락 후에는 벌거벗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수치스럽고
가려야 하는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벌거벗음이라는 단어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는 (ערוה에르바)인데, 성기를 드러내는 “부정한 것”, 금지된 상대와 성적 접촉을
하는 것, 우리의 죄된 행동에 수반되는 모든 수치를 말합니다.
노아의 아들들은 노아가 술 취하여 벌거벗었던 것을 가려주었습니다(창 9:20-23).
제사장들은 하체를 드러내서는 안 되었습니다(출 20:26). 선지자들은 그들이 다른
신을 섬김으로 그들의 벌거벗은 것이 이웃 나라들에 드러났다고 이스라엘에
말했습니다(겔 16장). 예슈아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그들의 벌거벗은 수치가
드러나지 않도록 당신께로부터 흰옷을 사라고 경고하셨습니다(계 3:18).
성경 전반에 걸쳐 벌거벗었다는 것의 문맥과 의미가 다양하지만(40회 이상 언급),
육체적으로든 영적으로든 벌거벗음은 수치라는 것이 거듭되는 요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거울로 스스로의 벌거벗은 몸을 볼 때 경멸과 당혹스러움으로
보아야 한다는 뜻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알몸을 지으셨고
사랑하십니다. 문제는 누가 우리의 알몸을 보도록 허락 받았는가 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벌거벗은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유일한 장소는 남자와
여자의 결혼관계 가운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탈의실이나 샤워실에서 동성끼리
벌거벗은 경우도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정욕을 자극하거나 양심에 거리낌이

된다면 피해야만 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는 것
우리가 벌거벗는 것이 오직 배우자에게만 허용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이런 사상을 완전히 뒤바꿔 나체를 높이고 숭앙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인 포르노
산업에서부터 누드 비치(나체 해변)에 이르기까지 인체를 완전히 노출하는 것은
점점 더 일반적이고 괜찮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예슈아의 제자들인 우리는 이런 속임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거기에 맞춰야 합니다. 우리는 예슈아께서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는
것을 미워해야 합니다. 혼외 성교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포르노는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욕에 사로잡혀 혐오스러운 행동을 버리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은 여러분을 순결을 위해 싸우고자
하는 열심에 이르게 하기보다, 무기력과 타협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미워해야 한다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스스로 “이건 그냥 알몸일 뿐이야,
뭐가 대수야?”라고 말하며 제 마음에 수치스러운 영상들을 채우며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마주한 후 저는 중독에서
벗어났습니다. 주님께서 수치스럽다 칭하신 것에 대한 거룩한 미움의 여정은 십여
년 전에 시작되었고 저는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친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음행을 피할” 수 있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고전 6:18)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그것을 충분히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벌거벗은
수치에 익숙해지는 것은 우리 마음을 무뎌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관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좌절감을 느끼거나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때 일시적인 감정출구로 뒷문을 열어놓습니다.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숨겨진 죄를 드러내실
시간과 방법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서 빠져나오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더 생기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그런 다음 변하고 싶은 갈망이 충만해졌을 때,
책임을 떠맡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 싸움을 이기도록 돕는 여러 가지
자료를 사용하십시오.

지적인 지혜
아셰르 인트레이터는 자신의
지식으로 성경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고무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지적으로
냉철한 것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좀
위험합니다. 여기를 클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