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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수아 4:1-24 – 기념비를 세우다 
 
 
 
 
 
 
 

 
 
 
 
 
 
• 오늘 성경 공부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그린 

    이야기 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 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침내 마치고 요단강 동쪽의 싯딤에서  

    출발하여 동쪽에서 서쪽으로 강을 건너고 길갈에 

    진을 칩니다. 오른쪽 지도에서 곡선으로 표시된  

    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경로를  

    대략적으로 표시한 것입니다. 길갈 옆에 여리고 성이 보입니다.  

• 요단강은 평상시에는 물이 많이 흐르지 않는 강이지만, 여호수아 3 장 15 -16 절을 보면, 

이때가 추수기간이라 물이 제방에 가득 찰 정도로 많았기에, 물살이 세어서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궤를 멘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디딘 순간에 물이 상류에서 멈추어서 백성들이 마른 강바닥을 밟으며 건너갑니다.  

• 이 일은 출애굽 후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내신 일과 많이 

흡사합니다. 두 사건 사이에 큰 차이를 발견 한다면, 홍해를 가르실 때에는 모세가 

지팡이를 든 팔을 바다위로 올렸을 때, 강한 바람이 불어서 홍해를 갈랐다면, 요단강을 

건널 때는 하나님의 궤를 멘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닿을 때 물이 멈추고, 제사장들이 

강을 건넌 후에 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4 장 18 절). 홍해를 건널 때에는 성궤가 

4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열두 사람을 불러서, 

5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 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6 이것이 당신 

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7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 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 강을 지날 때에 

요단 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22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 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23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 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 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24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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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지만,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성궤가 가장 먼저 움직이고, 백성이 강을 건너가는 동안 

강 가운데 서 있으며, 또 가장 나중에 강을 건너고 있어서 모든 백성의 이목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의 시기가 비슷합니다. 출애굽기 12 장에서 출애굽 직전에 첫번째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가 첫째달 열나흘입니다. 4 장 19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넌 시간이 첫째달 열흘입니다. 이로부터 나흘후에 약속의 땅에서 첫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5 장 10 절). 

•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첫 명령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구해다가 그날 진을 칠 

장소에 기념비로 세우라고 명령하시고, 여호수아는 이를 충실히 이행합니다. 그리고 4 장 

9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수아는 제사장들이 궤를 메고 서있던 자리에 또 다른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돌들이 오늘까지 거기에 있다) 라는 글로 보아서, 강 바닥에 세운 

그 기념비는 여호수아서가 작성되었던 시기에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기념비가 남아서 그 의미가 사람들에게 잘 인식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 요단강을 건너가는 과정과 기념비를 세우는 과정에서 한가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모든 과정을 통해 보여주셔서, 지도자로서 그의 위상이 

굳건하게 세워지도록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 성경에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우는 대표적인 장면이 네번 있습니다. 첫번째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는 길에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자리에 자신이 베게로 

삼았던 돌을 세워서 기념하고 서원하는 장면입니다 (창세기 28:18-22). 두번째는 야곱이 

라반을 떠난 후에 세겜을 거쳐 베델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다시 돌기둥을 세웁니다 (창세기 35 장 14 절). 세번째는 오늘 다룬 여호수아 4 장에 

나오는 이야기 이고, 네번째는 여호수아 8 장 30-32 절에 나오는, 에발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새긴 돌을 세운 일인데, 이것은 신명기 27 장 2-3 절에 모세가 명령한 것을 그대로 

실천한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돌 기둥을, 기념비로 세우라고 하신 목적을 4 장 20 – 24 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홍해를 건널 때처럼, 마른 땅을 밟고 건넜다는 것을 

기념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기념을 해야 할 것은 24 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에 관한 기념이고, 단순히 기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