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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쪽으로 간 가인 (주일)
오늘의 본문 (창 4:16~17)
(16 절) 가인은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떠났고 () ַויֵּצֵּ א קַ יִ ן ִמלִ פְ נֵּי יְ הוָ֑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 ַויֵּשֶׁ ב בְ אֶׁ ֶׁרץ־נֹוד קִ ְדמַ ת־עֵּדֶׁ ן
(17 절) 가인은 그의 아내를 알았습니다 (아내와 동침했습니다). (ת־א ְש ּ֔תֹו
ִ ֶׁ) ַויֵּדַ ע קַ יִ ן א
그녀는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습니다. ()וַתַ הַ ר וַתֵּ לֶׁד אֶׁ ת־חֲנָ֑ ֹוְך
가인이 도시를 세웠을 때 그 도시의 이름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 했습니다.
()וַיְ הִ י בֹּ נֶׁה ּ֔ ִעיר וַיִ קְ רא שֵּ ם ה ּ֔ ִעיר כְ שֵּ ם בְ נֹו חֲנֹוְך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가인은 하나님의 얼굴로부터 떠났다. 이후의 기록을 보면 하나님이 가인과 다시 조우했다는 내용은
없다. 하나님은 가인을 철저하게 외면하셨다. 하나님이 가인을 외면하신 것은 동생을 죽인 데 대한 인
과응보적 차원에서 그러신 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가인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 원래부터
그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났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하나는 하나님의 귀찮은 간섭 없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신의 자율적 판단과 능력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유와 자율이라는 것이 인간의 눈에는 얼마나 좋아 보이는가? 자유와 자율의 반대는
속박과 순종이다. 하나님이 가인의 삶에 간섭하는 것을 포기함으로써 가인은 하나님의 뜻에 속박 당
하거나 복종하지 않아도 되었다. 이제부터는 스스로의 자율적 능력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유롭
게 살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이 자유와 자율이 전혀 긍정의 의미로 들리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가인의 모습에서 아
버지 집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산 탕자의 모습이 오버랩 되는 것은 너무 성급한 생각일까? 탕자는 아버
지로부터 미리 상속을 받아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났다.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방탕하게 살
았다. 하지만 결국에는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고 아버지의 용서를 받게 된다. 그런데 성경에는 가인
이 돌아왔다는 기록이 없다. 가인은 끝내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났고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다.
그는 에덴의 동쪽으로 갔다. 창세기에서 동쪽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에게서 떠
나 선택해 간 방향이 동쪽이다. 굳이 하나님의 약속과 인간의 욕망, 둘로 나눈다면 인간의 욕망을 따
라 가는 곳이 동쪽이다. 에덴에서 쫒겨난 아담과 하와는 에덴의 동쪽으로 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
님은 그들을 쫒아내고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 나무 길을 지키게 하
셨다(창 3:24). 그들이 동쪽으로 갔기 때문에 동쪽에서 오는 길을 막으신 것이리라.
바벨탑 사건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동쪽으로 가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정착했고 자신들을 위해
바벨탑을 지었다 (창 11:2). 성경은 동쪽으로 옮겨간 사람들을 ‘그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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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구운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성을 쌓았다. 말이 성이지 거대한 도시를
만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도시에 안주하며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 이처럼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다. 하나님이 정해준 경계는 인간들의 욕망 앞에 무의미하다. 하나님이 개입하여 그것을 물거
품으로 만들지 않는 한 욕망을 쫓는 인간의 집요한 삶은 계속된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인간들에겐
만족할 만한 상한선이 없다. 동방으로 옮겨 바벨이라는 거대 도시를 만든 사람들은 하늘에까지 그 성
이 닿기를 바랬다. 하나님처럼되고자 했던 아담의 욕망이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롯은 어떠한가? 아버지 하란이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고 후에 삼촌인 아브라함을 따라 그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왔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잠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둘은 함께 했고, 올
라 올 때에도 함께 했다. 그런데 애굽에서 올라올 때 가져온 풍성해진 재산 덕분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게 되었다. 가축은 많은데 목초지가 적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 땅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거주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한 그 땅이 아브라함과 롯을 동시
에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자 아브라함에 롯에게 제안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
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창 13:8~9).
그 이야기를 들은 롯은 눈을 들어 그 일대를 바라 보았다. 요단강 남단에 있는 소알까지그곳은 온 땅
에 물이 넉넉했다. 그 풍부함이 롯을 유혹했다. 그래서 그는 요단 지역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
택했다. 그리고 동쪽으로 갔다. 아마도 그는 비좁은 가나안 땅에서 부때끼며 살아가는 것이 지겨웠을
지도 모른다. 평소에도 그 땅을 바라보며 그곳으로 떠나는 날을 기다렸을지도 모를 일이다. 애굽 땅같
이 비옥하고 여호와의 동산같이 풍요로운 그곳을 마다할 인간이 있겠는가? 결국 롯은 동으로 떠났고
아브라함은 남았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둘 수 밖에 없다. 세상에 소망을 둔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고
통을 어떻게든 피하고자 필사적으로 노력한다. 그리고 결국 세상과 하나가 된다. 가인이 그랬다. 자신
의 열심이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음을 알게 되자 그 원인이 동생 아벨 때문이라 생각하고 그를 죽였
다. 아마도 그러고 나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 할 수 있으리라 여겼을 지도 모른다. 그런데 아벨의
피를 받은 땅은 이제 그에게 그 어떤 것도 내주지 않았다. 결국 그는 자신의 터전마저 버려야 했다. 하
나님이 그를 영원히 등지셨기 때문이다. 그런 그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세상과 자기 자신 밖에 없었
다. 그가 왜 동쪽으로 갔을까? 아마도 동쪽에 그가 원하는 그 세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 우리
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가인처럼 동쪽을 향해 가고 있지는 않은가? 정말 하나님께만 시선을 고
정하며 살고 있는가? 동으로 향하는 가인의 뒷모습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기를 바랄 뿐이
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생각과 의지대로 사는 삶이 정말 자유롭고 멋진 삶일까요? 하나님을 알기 전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모습과 비교해 보십시오.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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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황과 거주 사이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4:16~17)
(16 절) 가인은 여호와의 얼굴로부터 떠났고 () ַויֵּצֵּ א קַ יִ ן ִמלִ פְ נֵּי יְ הוָ֑ה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였습니다. () ַויֵּשֶׁ ב בְ אֶׁ ֶׁרץ־נֹוד קִ ְדמַ ת־עֵּדֶׁ ן
(17 절) 가인은 그의 아내를 알았습니다 (아내와 동침했습니다). (ת־א ְש ּ֔תֹו
ִ ֶׁ) ַויֵּדַ ע קַ יִ ן א
그녀는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습니다. ()וַתַ הַ ר וַתֵּ לֶׁד אֶׁ ת־חֲנָ֑ ֹוְך
가인이 도시를 세웠을 때 그 도시의 이름을 그의 아들의 이름을 따라 에녹이라 했습니다.
()וַיְ הִ י בֹּ נֶׁה ּ֔ ִעיר וַיִ קְ רא שֵּ ם ה ּ֔ ִעיר כְ שֵּ ם בְ נֹו חֲנֹוְך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에덴의 동쪽으로 간 가인은 놋땅에 거주했다. 히브리어 놋()נֹוד은 ‘방황’이라는 뜻이다. 안주하지 못함
이다. 이 단어는 ‘거주했다’라는 말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거주는 안정이다. 한 곳에 정착해서 뿌
리 박고 사는 것이다. 실제로 가인은 놋땅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삼았다. 그가 그곳에 잠시 머물렀
다가 떠나 이리저리 방황했다는 기록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거주했던 곳, ‘놋’( )נֹוד이라는 이름이 계속 마음에 걸린다. 왜일까? 사실 가인은 머
물러도 머문 것이 아니다. 아무 일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곧 쉼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다. 그의 마
음은 늘 불안했고, 뭔가에 쫓기는 것 같았을 것이다. 당연히 그런 삶엔 진정한 쉼도 없다. 진정한 안주
는 한 장소에 정착한다고 해서 맛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쉼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 통치권
의 문제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그의 삶은 늘 불안했다. 이제 그는 자신의 주관적 판단으로 모든 것
을 결정해야 한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가 보기에 좋고, 마음에 쏙 드는 놋 땅에 정착하기로 결정한다.
하지만 그것은 정착이 아니라 실제로는 방황이다. 방황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숙명이기도 하다.
‘만절필동’(萬折必東)이라는 말이 있다. ‘양자강은 만번을 굽이쳐도 기어이 동쪽으로 흐른다’라는 뜻
이다. 깊은 산속 아주 작은 웅덩이에서 발원한 물이 처음엔 졸졸 흘러서 시내가 된다. 그리고 여러 갈
래로 흘러 내려간 시냇물이 모여 도도히 흘러가는 큰 강을 이룬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힘으로 세
차게 흘러가는 강이건만 그 강은 결코 직진만 하지는 않는다. 앞에 있는 방해물들을 억지로 뚫으며 흘
러가지 않는다. 앞에 바위가 가로 막고 있으면 그 바위를 휘감고 돌아간다. 큰 봉우리를 만나면 수백
리를 돌아 흐르기도 한다. 강은 이리저리 휘면서 흐른다. 때론 오던 방향으로 다시 구부러져 흐르기도
한다. 그렇게 수만 번 꺾어져도 필경에는 바다로 흘러 들어간다. 양자강은 바다가 있는 동을 향해 흐
르다가 남으로 북으로 휘어져 흐르기도 하고, 오던 방향으로 구부러져 돌아 흐르기도 한다. 하지만 끝
내는 황해로 흘러 들어간다.
믿는 우리들의 인생이 그렇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그 바다에 이른다. 만
번, 아니 수만 번을 굽이 치고, 심지어 역주행을 하는 것 같이 보여도 그 길은 늘 옳은 길이다. 바위를 만
나면 바위을 부드럽게 안고 지나가고, 산을 만나면 산을 감고 멀리 돌아가기를 마다하지 않는다. 그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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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가 야속하거나 그 산이 원망스럽지 않은 것은 마침내는 바다에 이를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처
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강물처럼 끝없이 흐르고 흘러간다. 언뜻 보기에는 방황하고 있는 것 같지
만 사실은 방황이 아니다. 목적을 향해 평화롭게 흐르고 있는 것이다. 이 땅에서 우리는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지만 마음은 늘 한 곳에 정착해 있다.
그러나 가인은 정반대다. 그는 고여있는 저수지나 호수와 같다. 고여있는 물은 흐르지 않는다. 그래서
방해하는 것들도 없다. 바위도 그를 방해 하지 않고, 봉우리도 그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 멀리 돌
아갈 필요도 없고, 역주행의 고통도 느낄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렇게 고인 물은 결코 바다에 이르지
못한다. 언젠가는 말라 버리거나 썩게 마련이다. 바다는 하나님의 품이다. 영원한 안식이고 자유다. 거
기는 만 번을 굽이쳐야만 다다를 수 있는 곳이다. 굽이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는 절대 바다에 이를 수
없다. 그것이 신앙이고 우리네 삶이다.
가인은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 그래서 만든 것이 성이다. 가인은 놋 땅에 거
하며 자기를 위하여 도시를 건설했다. 그 도시의 이름은 에녹이다. 그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따온 것
이다. 역시 가인답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난 자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을 위해 산다. 자신의 능력과 의
지로 스스로의 삶을 영위하며 자기 이름을 내는 것에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
성경에서 도시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 알다시피 창세기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 중 그 누구도 도시를
만든 사람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성을 쌓기는커녕 그 땅에서 영원
한 이방인으로 살아갔다. 야곱도 떠돌이 생활을 했고, 그 아들들도 그랬다. 그들 모두는 정착과는 거
리가 먼 삶을 살았다. 후에 그들은 요셉의 도움으로 애굽에 정착했다. 그러나 정착한 그들은 자유의 몸
이 아닌 결국 그 땅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이 땅에서는 나그네요 순례자다. 이 땅에 뿌리 박고 거주하는 자가 아니라 본
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다. 인생이라는 거친 들에서 잠시 머물다가 이내 본향을 향해 떠나야 하는
자들이다. 우리는 거친 환란의 비바람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야 한다. 폭풍이 몰아치고 눈보라가 닥쳐
도 인내하며 걸어가야 한다. 이것이 순례자의 운명이다. 외견상 순례자는 영락없는 ‘놋’()נֹוד이다. 방
황이요 정처없음이다. 하지만 그 순례의 길은 마침내 다다를 목적지가 있다. 만 번을 굽이치고 거대
한 산이 앞을 막아도 담담하게 먼 길을 돌아갈 수 있는 것은 그 길 끝에 바다가 있기 때문이다.
길을 나서는 것은 쉽지 않다. 어디건 둥지를 틀고 영원히 안주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마음이다. 하지
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순례자의 길로 들어선 것이며 그 길에는 중도 포
기란 없다. 그렇기에 멈춘 듯 보여도 흐르고 있는 것이다. 역주행을 해서 바다로부터 한없이 멀어지
는 것같이 보여도 결국은 바다를 향해 가고 있듯이.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기꺼운 맘으로
순례자의 길에 동참해 보는 것이 어떠한가? 당신의 순례길은 힘들긴 하겠지만 결코 외롭지는 않을 것
이다.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당신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땅에 뿌리박고 성을 지으며 살고 있습니까?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당신을 무엇을 생각하며 그 과정을 이겨 나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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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의 후예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4:18~22)
(18 절) 에녹은 이랏을 낳았습니다. (ירד
ּ֔ ִ)וַיִ ולֵּד ַלחֲנֹוְך אֶׁ ת־ע
이랏은 므후야엘을 낳았습니다. (ת־מחוי ֵּ ָ֑אל
ְ ֶׁ)וְ עִ ירד ילַד א
므후야엘은 므드사엘을 낳았습니다. (ת־מתוש ּ֔ ֵּאל
ְ ֶׁומחִ ייאֵּ ל ילַד א
ְ )
므드사엘은 라멕을 낳았습니다. (ומתושאֵּ ל ילַד אֶׁ ת־למֶׁ ְך
ְ )
(19 절) 라멕은 두 명의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וַיִ קַ ח־לֹו לֶׁמֶׁ ְך ְשתֵּ י נ ִ ָ֑שים
한 명의 이름은 아다이고, 두번째의 이름은 씰라입니다. ()שֵּ ם האַ חַ ת ע ּ֔דה וְ שֵּ ם הַ שֵּ נִ ית צִ לה
(20 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습니다. ()וַתֵּ לֶׁד עדה אֶׁ ת־יבָ֑ל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사람의 조상입니다. (ומקְ נֶׁה
ִ )הוא ה ּ֔יה אֲבִ י יֹּ שֵּ ב אֹּ הֶׁ ל
(21 절) 그의 동생의 이름은 유발입니다. ()וְ שֵּ ם אחִ יו יובָ֑ל
그는 수금과 퉁소를 다루는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הוא ה ּ֔יה אֲבִ י כל־תֹּ פֵּׂש כִ ּנֹור וְ עוגב
(22 절) 씰라는 또 두발가인을 낳았습니다. ()וְ צִ לה גַם־הִ וא ילְ דה אֶׁ ת־תובַ ל קַּ֔ יִ ן
그는 구리와 쇠로 모든 기구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לטֵּ ש כל־חֹּ ֵּרש נְ חֹּ שֶׁ ת ובַ ְרזֶׁ ָ֑ל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입니다. () ַואֲחֹות תובַ ל־קַ יִ ן ַנעֲמ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스티브 잡스는 인생의 굴곡을 수없이 경험했지만 늘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
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성취를 이루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지난 2011년 세상을 떠난 애플의 설립자인 스티브 잡스에 대해 쓴 글의 일부다. 스티
브 잡스는 21세기 인간들의 삶을 바꾸어 놓은 위대한 사업가이자 혁명가였다. 그가 이룬 눈부신 업적
은 칭찬할 만하다. 하지만 그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후 사람들은 도를 넘어 너나 할 것 없이 그를
불세출의 영웅으로 떠받들었다. 기독교 내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가 만든 스마트 폰은 복음 전도에
유용한 도구가 되었고, 결과적으로 그는 복음을 위해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한껏 그를 치켜
세웠다. 이 목사님은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 쓴 편지 한 구
절을 인용하여 스티브 잡스를 바울에 비견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
여 좇아가노라”(빌립보서 3:13-14).
이쯤되면 스티브 잡스는 거의 믿음의 선진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적어도 한 번쯤은 스티브 잡스의 종
교적, 사상적 배경에 대해 알아는 보고 이런 말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스티브
잡스는 불교인이다. 1973년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히피 공동체에서 그들과 함께 살던 스티브 잡스
는 그 공동체에 함께 있던 일본인 선불교 승려였던 오토가와 고분의 전도로 불교에 입문했다.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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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한 번도 불교를 떠난 적이 없다. 오토가와 고분은 그의 결혼식 주례를 맡을 정도로 그의 영적 멘
토였다. 그는 인도에 성지 순례를 할 정도로 불교에 심취했으며 아이팟 등 그가 만든 첨단기기의 디자
인도 이런 불교적 영성에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스티브 잡스를 비난하려는 것도 아니요, 스티브 잡스를 칭송한 목사님을
비난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가인의 후예를 보면서 우리가 그토록 신봉하는 물질 문명이 누구의 손
으로부터 나왔는지 살펴보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할 거라는 생각에서 이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우리는 물질이 절대적인 신의 지위를 점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모든 것이 물질로 평가된다.
다시 말해, 돈이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었다. 한국인들이 의사, 변호사를 선호하는 것도 사
실은 다 돈 때문이다. 이처럼 물질로 모든 것을 평가하는 사회를 자본주의 사회라 한다. 자본주의란 말
그대로 ‘자본’이 중심이 되는 사회다. 현대 사회에서는 돈이 자본이다. 일찍이 기독교는 돈 때문에 낭
패를 본 경험이 있다. 카톨릭은 십자군 전쟁 등으로 인해 와해된 로마 교황청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해 면죄부라는 것을 고안했다. 돈으로 천국을 팔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
원받는다는 기독교의 핵심은 돈의 위력 앞에서 무참히 쓰레기통으로 던져졌다. 이처럼 돈은 복음마
저 왜곡시키는 엄청난 위력이 있다. 루터는 이를 반박하며 종교 개혁을 단행했다. 말이 종교 개혁이지
사실은 돈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이다.
가인의 후예는 유목을 목축으로 바꾸었다. 정처없이 떠도는 유목보다는 장막에 거하며 짐승들을 가
두어 놓고 키우는 목축을 원했다. 또 다른 후예는 음악과 문화를 만들었다. 수금과 퉁소를 다루는 모
든 사람의 조상이 바로 가인의 후예로부터 나왔다. 각종 금속을 다루는 문명의 시작도 가인의 후손에
의해 만들어졌다. 이처럼 이 땅의 물질 문명과 세상 문화의 창시자는 다름 아닌 가인의 후예들이다.
창세기 5장에는 셋의 후예들이 나온다. 셋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셋의 후예들은 가
인의 후예들과는 달리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남기지 않았다. 그저 낳고 죽은 것 외에는 특별히 한 게
없다. 반면에 가인의 후예는 뭔가를 만들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죽었다는 기록은 없다. 우리 인간들
은 인간들이 애써 만들어 낸 가치들을 칭송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 혈안이 된다. 기독교인도 예외는 아
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추구하며 사는 것은 결국 가인의 후예들의 전철을 따르는 일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완전히 등지고 외면하며 살 수도 없는 일이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궁극
적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만 스티브 잡스와 사도 바울을 동
일선상에 놓고 칭찬하는 어리석음은 피할 수 있지 않겠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이 땅에서 힘과 명예에 집착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하나님의 일마저도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당신은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나요?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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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멕의 고백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4:23~24)
(23 절) 라멕이 그의 아내들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לֶׁמֶׁ ְך לְ נשיו
아다와 씰라여, 내 말을 들으시오. ()עדה וְ צִ לה ְשמַ עַן קֹולִּ֔ י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נְ שֵּ י ֶּׁ֔למֶׁ ְך הַ ְאזֵּּנה ִא ְמר ִ ָ֑תי
내가 나를 해치는 사람을 죽였고, ()כִ י ִאיש ה ַרגְ ִתי לְ פִ צְ ּ֔ ִעי
나를 공격하는 소년을 (죽였습니다.) ()וְ ֶׁילֶׁד לְ חַ בֻּר ִתי
(24 절)
가인을 위한 처벌이 칠배라면, (ם־קיִ ן
ָ֑ ַ)כִ י ִשבְ עתַ יִ ם יֻּק
라멕을 위한 처벌은 칠십 칠배입니다. ()וְ לֶׁמֶׁ ְך ִשבְ עִ ים וְ ִשבְ ע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가인의 후예에 대한 기록은 라멕에서 끝이 난다. 가인에게 내려진 방황의 삶은 살인 때문에 시작되었
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인의 후손 중 마지막으로 언급된 라멕도 살인자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고 보
면 가인의 계보는 살인으로 시작해서 살인으로 끝난 셈이다.
23 절과 24 절은 라멕()לֶׁמֶׁ ְך의 아내들인 아다()עדה와 씰라()צִ לה를 향한 라멕의 고백이요 선포다. 그런
데 그 내용이 참으로 고약하기 그지없다. 라멕은 자신을 해치는 사람을 죽였고, 자기를 공격한 소년을
죽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말이 자랑인지 회개인지 분간이 되지 않는다.
라멕()לֶׁמֶׁ ְך은 권력자, 파괴자, 강한 용사라는 의미다. 아마도 라멕은 당대의 권력자였던 모양이다. 라
멕의 이름에서만 그런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다. 그의 아내들의 이름에서도 인간 세상의 권력, 번영,
성공의 냄새가 강하게 풍긴다. 아다()עדה는 부를 상징하는 귀금속 장신구를 뜻하는 단어다. 금귀고리,
목걸이, 팔찌 등을 뜻하는 이름이다. 당시 장신구는 인간들의 부와 힘의 정도를 나타내는 물건들이었
다.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돌이나 나무로 만든 하찮은 것들을 달고 다녔다. 반면, 부자와 권력자
들은 그 지위에 상응하는 값비싼 장신구를 달고 다녔다. 아마도 아다()עדה는 권력자의 아내로서 몸에
특별한 장신구를 지니고 다니지 않았나 생각된다. 게다가 씰라()צִ לה는 어떠한가? 그녀의 이름은 성
공, 번영, 힘을 의미한다. 라멕의 아내에게 딱 어울리는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않는가?
라멕과 두 아내의 이름으로 미루어 보건데 라멕의 이 말은 회개의 고백이라기보다는 권력자로서의
힘의 과시에 가깝다. 그들은 그들만의 세상을 구축했고 그들의 탐욕스러움은 극에 달했다. 그들은 경
제적인 부는 물론 정치 권력까지 한 손에 쥐고 있었다.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는 인정 사정
고려하지 않고 가차없는 보복을 가함으로써 자신의 지위를 확고하게 유지했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부와 권력을 얻었고, 또 그렇게 그것들을 지켜나갔다. 그들의 물질적 탐욕과 권력욕 앞에 인간의 목숨
은 파리 목숨보다도 하찮은 것이 되었다. 당연히 살인도 전혀 문제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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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조상은 가인이다. 가인은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고한 동생을 죽였다. 그러고도 회개는커녕 하나님께 자신의 죄가 너무 중하다고
항변을 한 사람이 가인이다. 자신에게 피해를 주는 자는 동생이라 할지라도 죽이고, 자신의 명예와 이
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이라도 할 수 있었던 사람이 가인이다. 그가 후손들을 낳았다. 가인의 후예인 라
멕은 피날레를 이렇게 장식한다.
“가인을 위한 처벌이 칠배라면 라멕을 위한 처벌은 칠십 칠배다!”
소위 자기용서(Self-forgiveness)다. 사소한 일로 사람을 죽이고도 당당할 뿐 아니라 뻔뻔하기까지 하다.
‘가인을 위한 처벌이 칠배’라는 말은 가인 스스로가 한 말이 아니라 가인을 보호하기 위해 하나님께
서 직접 하신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을 떠난 지 몇 세대가 지나지 않아 라멕은 하나님과 무관
하게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변호한다. 라멕은 이미 하나님처럼의 삶의 정상에 오른 셈이다. 아니 하나님
보다 자기가 더 높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 정착하여 세상을 쫓는
삶의 전형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인간의 능력으로 자신을 보호하며 살아가려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
이다.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이 있다. 경제적인 부도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고,
정치 권력도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이며, 사회적인 명성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하나 쌓아 올린 것
이다. 그들에겐 하나님이 자리할 틈새조차 없다. 만에 하나 그들이 하나님을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하
나님은 그들이 부나 권력이나 명성을 쌓는 데 기여해 준 조력자요, 부리는 종에 불과할 뿐이다.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전부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크리
스천인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나의 성공을 돕는 훌륭한 조력자 쯤으로생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번
영이 죄인가?’ ‘그리스도인들은 늘 남들 밑에서 종살이만 하라는 말이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아가길 원하시지 않는가?’ 이런 반문을 할 수도 있다. 인간들 입장에서는 충분
히 항변할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을 따
르던 사도들은 당시에 권력과 명성을 다 얻었어야 했다.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를 위해 그 어
머니가 예수님께 구했던 것, 그것을 당연히 누렸어야 했다. 게다가 사도 야고보가 그렇게 비참하게 칼
에 죽는 일은 없어야 했다. 베드로는 아내와 함게 멋진 노후를 보낼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는가? 바울
은 아름다운 배우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해로를 하면 안 될 사람이어서 단두대에서 비참하게 죽어
갔는가? 그들 모두는 번영은 고사하고 고통과 고난 속에서 살다 갔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가? 그들
이 흘린 피의 대가로 우리에게 전해진 그 복음은 어디로 가고 우리만 편하고 멋진 인생을 보내려 하는
가? 혹시라도 우리가 전해 받은 복음에는 아벨의 피는 간 곳 없고 가인의 권력과 부만 남아 있는 것은
아닐까? 당신은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가? 아니면 이 세상의 권력과 부
와 명성인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복음이 이 땅에서의 삶에 번영과 풍요를 가져다 준
다고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은 당신에게 어떻게 살라고 말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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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벨의 다른 씨: 셋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4:25~26)
(25 절) 아담은 다시 그의 아내를 알았습니다 (아내와 동침했습니다). (ת־א ְש ּ֔תֹו
ִ ֶׁ) ַויֵּדַ ע אדם עֹוד א
그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וַתֵּ לֶׁד ּ֔ ֵּבן
그녀는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שת
ָ֑ ֵּ ת־שמֹו
ְ ֶׁ)ו ִַתקְ רא א
왜냐하면 그녀가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구나”라 했기
때문입니다. () כִ י שת־לִ י אֱֹלהִ ים ז ֶַׁרע אַ חֵּּ֔ ר תַ חַ ת הֶּׁ֔ בֶׁ ל כִ י הֲרגֹו קיִ ן
(26 절) 셋, 그도 역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ד־בן
ֵּ ּ֔ )ולְ שֵּ ת גַם־הוא יֻּל
그는 아들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습니다. (ת־שמֹו אֱנָ֑ ֹוש
ְ ֶׁ)וַיִ קְ רא א
그 때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부르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אז הוחַּ֔ ל לִ קְ ר ֹּא בְ שֵּ ם יְ הו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가인과 그의 후예들에 대한 기록이 끝났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욕망을 꿈꿨고 그것을 이루었다. 하지
만 그 대가로 하나님을 포기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 스스로를 변호하고 방어하는 자
들이 되었다. 그것으로 성경은 더는 가인의 후예에 대해 기록하고 있지 않다.
이제 앵글은 다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 초점을 맞춘다. 아담은 그의 아내와 다시 동침을 했고, 아
들을 낳았다. 하와는 그 아들의 이름을 셋(שת
ָ֑ ֵּ )이라 불렀다. 그러고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나
온 이후 한 일이라고는 아이들을 낳고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준 게 다인 듯 싶다. 성경은 그들이 어디
에서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에 대해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오직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는 하와를 통
해 아들들을 낳고 그들에게 이름을 붙여 준 것만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하와는 맏아들을 낳고 가인이라 불렀다. 가인은 ‘얻음’이라는 뜻이다. 둘째를 낳고는 아벨이라 불렀
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아벨은 ‘없음’이라는 뜻의 이름이다. 그런데 얻음이라는 아들이 없음이라
는 아들을 죽였다. 없음조차 거슬렸는지 결국엔 그 없음을 없애버린 것이다. 그 후에 그 없음을 대신
해서 하와가 낳은 아들이 바로 셋이다. 셋을 낳은 후 하와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구나” (창 4:25)
셋은 보상, 대신함 등의 의미다. 없음인 아벨에 대한 보상이자 아벨을 대신하는 아들이다. 아벨 즉, 없
음에 대한 보상이니 셋 또한 없음이고 아벨의 자리를 대신했으니 셋 또한 허무다. 셋은 태어날 때부터
자신의 정체성이 없다. 날 때부터 대리자요, 심부름꾼이다. 그렇기에 셋은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
라 그가 대신한 아벨을 드러내는 자다. 그런데 그가 대신한 아벨이 없음이니 셋 또한 드러낼 것이 아
무 것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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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아벨이 죽었으면 가인이 그의 몫마저 다 차지하면 그만이다. 모든 세상사가 그렇다. 그리고 다른
아들이 태어나면 그 아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삶이 있다. 새로운 아들은 그의 인생에 걸맞는 이름을 지
어 주어 그 이름대로 살게 해야 하는 것이 정상 아닌가? 그런데 하와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아들을 낳
고는 철저하게 그에게 아벨을 덧씌웠다. 그래서 셋은 아벨의 다른 이름이 되었다.
이런 셋에게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죄인의 위치에 서게 된 예수님을 발견한다. 예수님이 그랬다. 인간
들이 죄를 지어 우리 스스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무능의 상태에 빠졌다. 켈빈주의자들은
이를 ‘완전한 타락’이라고 말한다. 인간은 완전히 타락해서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능력
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말이다. 참고로 캘빈의 전적 타락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인간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선한 의지라고 주장하는 알메니안주의자들을 반박하기 위해 꺼낸 주장이다. 알메니안주의자
들은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한 것은 맞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아주 미약한 능력 정도는 남
아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인간들 스스로의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여 믿을 수 있다고 보았
다. 이에 반해 켈빈주의자들은 그런 믿음조차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들의 주
장은 구원에 있어서 철저하게 인간의 역할을 배제함으로써 오직 하나님의 주권만을 강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주장은 인간의 무책임을 부추기고 모든 구원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려 한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의 이름에서 우리는 인간의 절대 무력을 발견하게 된다. 다시 예수님
얘기로 돌아가보자. 아벨의 죽음과 그를 대신한 셋은 인간들인 아담과 에노스 사이를 연결하는 존재
로서의 없음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연결하는 없음으로 보인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없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은 철저한 없음으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는 부담감을 여지없이 보여주셨다. 하지만 결국 예수님
은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작정하고 모든 결정권을 하나님 아버지께 위임하신다.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
하나이다” (마 26:42).
이는 스스로의 있음을 포기하고 철저하게 없음의 자리로 가시겠다는 선언이다. 십자가에서 그는 완
벽하게 없음이 되었다. 벌거벗겨진 채 매달려 있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아들
이 아니었다. 자기가 가진 기득권을 내려 놓지 못하고 철저하게 가인, 즉 얻음의 자리에 있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가치를 박탈당했다. 그리고 마침내 없음이 되셨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원래 죄인인 우리들의 자리다. 사실은 우리가 없음이고 우리가 무가치다. 그런 우리를 대
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그리고 에노스를 낳는다. 그 에노스 때부터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
와의 이름안에서 부르는 것이 시작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할 때에만 비로소 의미를 가
진다.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지위를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그
렇다면 당신을 위해, 당신을 대신하여 없음의 자리로 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있어야 한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가인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셋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당신을 위해 없음의 자리로 내
려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나요? 그분 안에서 당신의 참 모습을 발견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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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었습니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5:1~20
)זֶׁה ּ֔ ֵּספֶׁר תֹולְ דֹּ ת א ָ֑דם( (1 절) 이것은 아담의 족보 기록입니다.
)בְ יֹום בְ ר ֹּא אֱֹלהִ ים א ּ֔דם(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날에,
)בִ ְדמות אֱֹלהִ ים עׂשה אֹּ תֹו(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זכר ונְ קֵּ בה בְ ר ָ֑אם( (2 절) 하나님은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ת־שמם א ּ֔דם בְ יֹום הִ ב ְראם(
)וַיְ ב ֶׁרְך אֹּ תם וַיִ קְ רא אֶׁ ְ
(3 절) 아담이 130세가 되었을 때, 그의 형상대로 그를 닮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ומאַ ת ש ּ֔נה וַיֹולֶׁד בִ ְדמותֹו כְ צַ לְ ָ֑מֹו(
ֹלשים ְ
) וַיְ חִ י אדם ְש ִ
ת־שמֹו שֵּ ת( 아담은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습니다.
)וַיִ קְ רא אֶׁ ְ
)וַיִ הְ יו יְ מֵּ י־אדם אַ ח ֲֵּרי הֹולִ ידֹו אֶׁ ת־שֵּּ֔ ת ְשמֹּ נֶׁה מֵּ אֹּ ת שנָ֑ה( (4 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살았습니다.
)וַיֹולֶׁד בנִ ים ובנֹות( 그는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5 절) 아담은 모두 93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לשים שנָ֑ה וַימֹּ ת(
וש ִ
)וַיִ הְ יו כל־יְ מֵּ י אדם אֲשֶׁ ר־חַּ֔ י ְתשַ ע מֵּ אֹות ש ּ֔נה ְ
ומאַ ת שנָ֑ה וַיֹולֶׁד אֶׁ ת־אֱנֹוש( (6 절) 셋은 105 세가 되었을 때, 에노스를 낳았습니다.
)וַיְ חִ י־שֵּ ת חמֵּ ש שנִ ים ְ
(7 절) 셋은 에노스를 낳은 후, 807 년을 살았습니다.
ושמֹּ נֶׁה מֵּ אֹות שנָ֑ה(
) וַיְ חִ י־שֵּ ת אַ ח ֲֵּרי הֹולִ ידֹו אֶׁ ת־אֱנּ֔ ֹוש שֶׁ בַ ע ש ּ֔ ִנים ְ
)וַיֹולֶׁד בנִ ים ובנֹות( 그는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ותשַ ע מֵּ אֹות שנָ֑ה וַימֹּ ת( (8 절) 셋은 모두 912 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וַיִ הְ יו כל־יְ מֵּ י־שֵּּ֔ ת ְשתֵּ ים ע ְֶׁׂש ֵּרה ש ּ֔נה ְ
)וַיְ חִ י אֱנֹוש ִת ְשעִ ים שנָ֑ה וַיֹולֶׁד אֶׁ ת־קֵּ ינן( (9 절) 에노스는 90세가 되었을 때, 게난을 낳았습니다.
(10 절) 에노스는 게난을 낳은 후, 815 년을 살았습니다.
ושמֹּ נֶׁה מֵּ אֹות שנָ֑ה(
) וַיְ חִ י אֱנֹוש אַ ח ֲֵּרי הֹולִ ידֹו אֶׁ ת־קֵּ ּ֔ינן חֲמֵּ ש ע ְֶׁׂש ֵּרה ש ּ֔נה ְ
)וַיֹולֶׁד בנִ ים ובנֹות( 그는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ותשַ ע מֵּ אֹות שנָ֑ה וַימֹּ ת( (11 절) 에노스는 모두 905 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וַיִ הְ יו כל־יְ מֵּ י אֱנּ֔ ֹוש חמֵּ ש ש ּ֔ ִנים ְ
) וַיְ חִ י קֵּ ינן ִשבְ עִ ים שנָ֑ה וַיֹולֶׁד אֶׁ ת־מַ ֲהלַלְ אֵּ ל( (12 절) 게난은 70 세가 되었을 때, 마할랄렐을 낳았습니다.
(13 절) 게난은 마할랄렐을 낳은 후, 840 년을 살았습니다.
ושמֹּ נֶׁה מֵּ אֹות שנָ֑ה(
) וַיְ חִ י קֵּ ינן אַ ח ֲֵּרי הֹולִ ידֹו אֶׁ ת־מַ ֲהלַלְ ּ֔ ֵּאל אַ ְרבעִ ים ש ּ֔נה ְ
)וַיֹולֶׁד בנִ ים ובנֹות( 그는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ותשַ ע מֵּ אֹות שנָ֑ה וַימֹּ ת( (14 절) 게난은 모두 910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וַיִ הְ יו כל־יְ מֵּ י קֵּ ּ֔ינן עֶׁׂשֶׁ ר ש ּ֔ ִנים ְ
(15 절) 마할랄렐은 65 세가 되었을 때, 야렛을 낳았습니다.
) וַיְ חִ י מַ ֲהלַלְ ּ֔ ֵּאל חמֵּ ש שנִ ים וְ ִש ִשים שנָ֑ה וַיֹולֶׁד אֶׁ ת־י ֶׁרד(
(16 절) 마할랄렐은 야렛을 낳은 후, 830 년을 살았습니다.
ושמֹּ נֶׁה מֵּ אֹות שנָ֑ה(
ֹלשים ש ּ֔נה ְ
) וַיְ חִ י מַ ֲהלַלְ אֵּ ל אַ ח ֲֵּרי הֹולִ ידֹו אֶׁ ת־ ֶּׁ֔י ֶׁרד ְש ִ
)וַיֹולֶׁד בנִ ים ובנֹות( 그는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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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절) 마할랄렐은 모두 895 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ושמֹּ נֶׁה מֵּ אֹות שנָ֑ה וַימֹּ ת
ְ )וַיִ הְ יו כל־יְ מֵּ י מַ ֲהלַלְ ּ֔ ֵּאל חמֵּ ש וְ ִת ְשעִ ים ש ּ֔נה
(18 절) 야렛은 162세가 되었을 때, 에녹을 낳았습니다.
(ומאַ ת שנָ֑ה וַיֹולֶׁד אֶׁ ת־חֲנֹוְך
ְ ) וַיְ חִ י־י ֶֶׁׁרד ְשתַ יִ ם וְ ִש ִשים שנה
(19 절) 야렛은 에녹을 낳은 후, 800 년을 살았습니다. ()וַיְ חִ י־י ֶֶׁׁרד אַ ח ֲֵּרי הֹולִ ידֹו אֶׁ ת־חֲנּ֔ ֹוְך ְשמֹּ נֶׁה מֵּ אֹות שנָ֑ה
그는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וַיֹולֶׁד בנִ ים ובנֹות
(20 절) 야렛은 모두 962 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ותשַ ע מֵּ אֹות שנָ֑ה וַימֹּת
ְ )וַיִ הְ יו כל־יְ מֵּ י־ ֶּׁ֔י ֶׁרד ְשתַ יִ ם וְ ִש ִשים ש ּ֔נ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셋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은 너무도 단순하다. 그저 태어나서 후손을 낳고 살다가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창세기 기자는 그 외의 다른 것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다. 그들이 어디서 살았는지, 무엇을 하
고 살았는지 어떠한 기록도 없다. 그들은 태어났고 후손을 낳으며 살다가 죽었다. 그게 전부다.
창세기 5 장에 기록된 셋의 후손들과 4 장에 기록된 가인의 후손들을 비교해 보자. 가인의 후손들은
문명을 일구고 산업을 만들었다. 문화를 창조하고 물질 문명을 발달시켰다. 언뜻 보아도 번영과 풍요
의 삶을 누렸다. 그들은 이 땅의 모든 것들로 인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일에 집중했다. 그 결과는
엄청났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지금 누리는 대부분의 혜택들이 그 줄기를 따라 거슬러 올라가 보면 모
두가 가인의 후예들 덕분이다. 물론 노아 홍수를 통해 그들이 만든 모든 것들이 멸망당하긴 했지만 그
정신은 여전히 이어져 홍수 후에 다시 사람들에 의해 이내 복구되었다. 가인의 후예들에 관한 기록에
서 발견되는 또 하나의 특징은 그들이 후손을 몇 살에 낳았고 몇살까지 살다가 몇살에 죽었다는 말이
없다. 그들의 만들어 낸 것은 많지만 낳고 죽음에 대한 기록은 없다. 아마도 성경을 기록할 당시 가인
의 후예들은 홍수로 모두 죽고 더 이상 이 땅에 남은 자가 없었다. 그것으로 끝이다. 따라서 가인의 계
보에 낳고 죽음에 관한 기록이 없는 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인의 후손이 모두 죽음으로 후
손이 끊어진 그 자체가 곧 끝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랬을 지도 모른다.
반면에 셋의 후예들에 대한 기록은 낳고 죽음만 있다. 삶의 과정에 대한 기록은 없다. 낳고 죽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든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 성경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
은 것들을 기록한 들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5 장의 기록을 통해 우리는 복음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많은 사람들은 아담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들의 죄로 인해 망가질 정도로 미미한 어떤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결코 사라지거나 망가
지거나 훼손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이다. 아담은 아벨을 대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아담은 130세에 그
의 형상대로 그를 닮은 아들을 낳았다. 그가 셋이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고, 셋이 아
담의 형상을 닮았다면 셋도 역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태어난 것이다. 셋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음
을 성경은 이렇게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5 장의 기록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 소망이 없
다. 그렇기에 이 땅에서 오로지 낳고 죽는 것 외에 그들이 한 일은 없다. 아담도 셋도 예외는 없다. 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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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하나님 안에서 있을 때에만 그 이름과 삶이 의미가 있다. 4장 26절 마지막 부분에서 창세기 기자는
그들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 때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 부르는 것이 시작되었습니다” (창 4:26하반절)
셋의 후예들의 특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다. 이 구절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라고 번역할 수도 있다. 히브리어로는 ‘브셈 여호바’ ()בְ שֵּ ם יְ הוה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라는 말을 자주 쓴다. ‘브셈 여호바’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the LORD)다. 그들은 오
로지 여호와의 이름 안에서만 존재의 가치가 있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인가?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예수님은 요한 복음에서 그리스도
인이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인도되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쫒지 아니하리라 내
가 하늘에서 내려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
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
이라” (요 6:37~39).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 요한복음에서 예
수님은 당신에게로 우리를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선언하셨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불려
지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하에 있음을 안다. 알 뿐만 아니라 그대로 인정하고 따른
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산다는 말은 아니다. 가인에 후예들과 마찬가
지로 열심히 살아간다. 그러나 다른 점이 있다. 그들은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다. 세상의 것으
로 자신의 이름을 남기려 하지도 않는다. 이 세상에서 살기는 하지만 세상의 것보다는 늘 하나님이 먼
저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을 믿고 인정한다. 그렇기에 자신의 이름을 남기거나 흔적을 남기려고 아둥바둥하지 않는다.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가?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와 인(사람, 人)의 합
성어다. 그리스도로만 설명되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서만 자신들이 가치가 있다
는 사실을 고백한 사람들이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시작된 사람들이다. 이 말은 사전적 정
의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비추어 볼 때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불려지고 있는가? 아니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애쓰고, 자신의 이름에 조금이라도 손상이 가면 가차없이 독을 뿜
어내는 사람들인가? 셋의 후예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자. 만약 내가 그
시절에 살았던 자라면 성경은 나에 관해 어떻게 기록했을까?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까? 그분의 이름 안에서만 당신의 삶이 의미를 가진다는 말에
동의하십니까? 그 안에서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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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5:21~24)
(21 절) 에녹은 65 세가 되었을 때, 므두셀라를 낳았습니다.
(ת־מתושלַח
ְ ֶׁ)וַיְ חִ י חֲנּ֔ ֹוְך חמֵּ ש וְ ִש ִשים שנָ֑ה וַיֹולֶׁד א
(22 절) 에녹은 므두셀라를 낳은 후, 300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ת־מתושֶּׁ֔ לַח ְשֹלש מֵּ אֹות שנָ֑ה
ְ ֶׁ)וַיִ ְתהַ לְֵּך חֲנֹוְך אֶׁ ת־האֱֹלהִ ים אַ ח ֲֵּרי הֹולִ ידֹו א
그는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וַיֹולֶׁד בנִ ים ובנֹות
(23 절) 에녹은 모두 365년을 살았습니다. (ושֹלש מֵּ אֹות שנה
ְ )וַיְ הִ י כל־יְ מֵּ י חֲנָ֑ ֹוְך חמֵּ ש וְ ִש ִשים ש ּ֔נה
(24 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는 없었습니다(없어졌습니다).
(ֱֹלהים וְ אֵּ ינֶּׁנו
ָ֑ ִ )וַיִ ְתהַ לְֵּך חֲנֹוְך אֶׁ ת־ה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כִ י־לקַ ח אֹּ תֹו אֱֹלהִ י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셋으로부터 시작된 후손들은 하나같이 그 다음 후손을 낳고 죽었다. 그런데 그 죽음의 행진이 에녹에
와서 끝이 난다. 성경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다
른 모든 선조들과는 달리 에녹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니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에 대해 다음과 같
이 기록하고 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
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 11:5).
에녹에 대해서는 모든 성경 해석자들이 믿음의 본을 보인 인물이라는 데에 동의한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까지 받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에녹을 닮아야 한
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구절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난제가 들어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다. 도대체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면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일까? 도대체 에녹은 어떻게 살았길래 죽음을 보지 않
고 옮겨진 것일까? 이 세상 그 누구도 에녹과 같은 경험을 한 자는 엘리야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도 전혀 기록이 없으니 그저 추측만으로 ‘동행’이라
는 의미를 짐작해 볼 뿐이다. 과연 ‘하나님과의 동행’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일까? 도대체 에녹이 어
떻게 살았길래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기록해 놓은 것일까?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 ()י ֶֶׁׁרד이다. 모든 것을 내려 놓는다는 의미다. 그가 162세에 아들을 낳고 에녹
이라 이름했다. 에녹은 어떤 것을 시작한다는 의미도 있고, 드린다는 의미도 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
에녹이 가인의 아들과 동명이인이라는 점이다. 가인은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 했다. 가인은
도시를 만들고 거기다 자기 아들의 이름을 갖다 붙였다. 가인은 얻음이라는 말인데 이름에 걸맞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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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 도시를 만들어 자식에게 봉헌했으니 말이다. 반면에 셋의 후예
인 에녹의 아버지는 야렛인데 그 뜻은 내려놓음이다. 그는 모든 것을 내려 놓았고, 자신의 아들도 하
나님께 드렸다. 같은 에녹인데 하나님의 선택된 계보에 들어있는 에녹은 하나님께 드려졌고, 버림받
은 가인의 계보에 들어 있던 에녹은 아버지 가인을 위해 그 이름이 바쳐졌다. 같은 이름도 누구에게 속
했느냐에 따라 이렇게 의미가 달라진다.
하나님께 드려진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동행하다’라는 말의 히브리어는 ‘히트하레크’ ()הִ ְתהַ לְֵּך
다. 이 동사는 그냥 걸어가거나 앞을 향해 행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즉, 앞으로 갔다 다시 돌아
왔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는 모습을 담고 있는 단어다. 마치 부모와 함께 길을 가는 어린 아이의
모습과 같다. 부모는 아이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하나 아이는 자유롭게 가고 싶어한다. 그래서 안전한
길에 들어서면 부모는 아이의 손을 일부러 놓아준다. 그러면 아이는 부모를 앞서 조르르 달려 간다. 그
러다가 부모가 부르면 그 자리에 멈추거나 다시 부모 곁으로 되돌아 온다. 가끔은 부모님 뒤로 처지기
도 한다. 옆으로 가기도 하고 빙빙 돌기도 한다. 그러다가 넘어져 무릎에 피라도 나면 울면서 부모를
찾는다. ‘히트하레크’ ()הִ ְתהַ לְֵּך에 쓰인 글자 하나하나가 바로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한다. 아이는 부모에
대한 철석 같은 믿음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다. 아이가 길을 잃지 않고 온전히 목적지에 도착
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몫이다. 아이는 목적지도 모르고 부모를 리드할 수도 없다. 오직 부모가 아
이를 자신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격을 유지하며 걸을 뿐이다. 그것이 동행이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의 뜻은 에녹이 잘나서 믿음 생활을 잘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하
나님의 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셨다는 말이다. 동행은 아름다운 말이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
는 동행은 그리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대해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듯 멋지고 감
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다. 에녹의 증손자인 노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다. 그와 그의 식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모두 구원받았다. 그러나 그는 자기 가족 외에 모든 인류
가 물에 빠져 죽어가는 모습을 목도해야 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가? 그는 정든 고향을 떠나 낯선 땅
을 방황해야 했고, 불임인 아내 사래를 통해 이삭을 얻기까지 오랜 세월을 인내로 기다려야 했다. 신
약으로 와서 예수님과 동행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다. 오늘날처럼 기독교가 널리 퍼져 있
지 않았던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괴소문을 퍼뜨리는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다. 잘 생각해보라. 로마 사람들에게 그들이 전한 예수는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고 죽어간
죄수였다. 그 때문에 어느 누구도 기독교인들을 환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은
차례로 순교당했다. 바로 이런 삶이 동행이다.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해서 괜한 몽상에 빠지지 말라. 하
나님과의 동행은 낭만적인 아름다운 길이 아니다. 반대로 고난이요 죽음의 길이다.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은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
은 희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
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히 11:35-38).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과 기꺼이 동행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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