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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과 하느님의 계명(십계명) 
 

1.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전 40년의 긴 

광야 여정을 거친다.  이 광야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항과 투정의 

연속이었고 또한 하느님이 주시는 시련과 은총의 여정이었다. 

 광야의 의미: 

A. 구약: 하느님 백성으로 준비되고 정화되는 곳 (시련) 

B. 신약: 예수님이 공생활 전에 40일간 단식과 기도한 곳 (유혹, 단련) 

C. 현재: 누구나 광야를 체험하며 살아간다. 신앙인 혹은 올바르게 살고자 

하는 모든 이는 이 세상(광야)에서 사탄의 유혹과 하느님이 주시는 시련 

속에 살아가는 것이다. 이 시련과 좌절의 여정 속에서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생명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 

 

2.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의 계약 - 십계명 

 하느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시나이 산에서 계약을 맺는다 - 하느님께서 

십계명을 제시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의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제물과 친교제물의 피로서 하느님은 계약을 맺으신다. 제물(동물)을 반으로 

가른 피로 맺는 이유는 계약을 어긴 자는 그와 같은 벌을 받는다는 의미이다. 

 십계명 – 십계명(Decalogus)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열 마디 말”(탈출 34,28; 

신명 4,13; 10,4)을 뜻한다. 하느님께서는 이 “열 마디 말”을 거룩한 산에서 

당신 백성에게 계시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이것을 모세가 쓴 다른 법령들과는 

달리 “손수”쓰셨다.  “주님께서는 구름이 덮이고 어두운 산 위 불 속에서, 큰 

소리로 너희 온 회중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아무것도 보태지 않으셨다. 

그리고 두 돌 판에 이 말씀을 쓰시어 나에게 주셨다”(신명 5,22).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돌 판을 “증언판”(탈출 25,16)이라고 부른다. 과연 그 돌 판에는 

하느님과 당신 백성이 서로 맺은 계약의 조목들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이 

“증언판”(탈출 31,18; 32,15; 34,29)은 “궤”(탈출 25,16; 40,1-3) 속에 넣어 두어야 

했다. 십계명은 참으로 ‘하느님의 말씀들’이다. 이 계명들은 탈출기와 신명기에 



씌어져 우리에게 전해졌다. 성경은 구약에서부터 십계명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완전한 의미가 계시될 것이다. 

 십계명의 의미와 활용 - 속박이나 굴레가 아닌 삶의 길잡이요 이정표이다. 

십계명은 그리스도교의 핵심사상이며, 가장 간결하고 명확하게 집약된 

계명이다. 1-3계명은 하느님에 대한 계명이고, 4-10계명은 이웃 간의 인간 

상호간의 계명이다. 십계명은 처음 이스라엘 백성이 세우고자 했던 이상적인 

공동체의 지침이나, 이제는 전(全) 인류의 지침으로, 그리스도교 윤리의 

기초이며, 인간윤리의 기초이다. 고백성사를 볼 때 통상 이 기준을 

적용시키기도 한다. 

 

3.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은 율법이나 예언서를 완성하러 오셨다하시면서 한 획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동시에 당신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율법학자와 

바리사이들을 꾸짖는다. 

 구약율법은 시대에 따라 변하였고, 구약말기(예수님 시대)십계명을 근간으로 한 

613개의 법이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이 예수님께 비난과 질책을 받는 

이유는 실천은 하지 않고 형식에만 얽매이도록 가르치고 부추겼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형식이 아니라 사랑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계명을 제시 하신다. 사랑이 계명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사랑의 삶을 살면서 계명의 삶을 생활화해야 하겠다. 

 

 십계명 

일.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이.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삼. 주일을 거룩히 지내라. 

사. 부모에게 효도하여라. 

오. 사람을 죽이지 마라. 

육. 간음하지 마라. 

칠. 도둑질을 하지 마라. 

팔.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구.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마라. 

십.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마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