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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막 안에서 벌거벗다 (주일)
오늘의 본문 (창 9:20~21)
(20절) 노아는 흙의 사람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 ַויָּחֶ ל נֹ חַ ִאיׁש הָּ אֲדָּ ָּ ָ֑מה
그는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וַיִ טַ ע כ ֶָּרם
(21 절) 그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습니다. () ַוי ְֵּׁׁש ְׁת ִמן־הַ יַיִ ן וַיִ ְׁׁשכָּ ָ֑ר
그는 그의 장막 안에서 벌거벗었습니다. (ַיִתגַל בְׁ תֹוְך אָּ הֳֹלה
ְׁ )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노아는 다시 일상의 삶을 되찾았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그도 땅을 일구며 살았다. 그
는 포도 나무를 심었고 그 후에 와인을 마셨다. 참고로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 ‘와인’()יַיִ ן은 영어의
와인과는 달리 포도주뿐 아니라 일반적인 술을 다 아우르는 단어다. 노아가 마신 술이 포도주인지 아
닌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어쨌든 그는 술을 마셨고 자신의 장막에서 벌거벗었다.
성경에서 ‘와인’()יַיִ ן은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극명하게 갈린다. 아브라함이 포로로 잡혀간 롯을 구출
하고 돌아왔을 때 멜기세덱이 빵과 ‘와인’ ()יַיִ ן을 들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러 나왔다.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그때 멜기세덱의 손에 들린 ‘와인’은 구원의 표시요 예
배의 상징이었다.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설명한다. 멜기세덱은 와
인과 빵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려 왔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주러 오셨다. 자기
몸이 찟기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이처럼 성경에서 ‘와인’은 구원의 상징으로 쓰인다.
하지만 와인이 전혀 반대로 쓰인 경우도 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와인으로 인해 너무도 엄청난 일
을 겪게 된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진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삼촌 아브라함의 도움으
로 천신만고 끝에 살아 돌아오기도 했다. 아마도 그 때 롯은 그곳을 떠나야 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는 소돔과 고모라에 남았고, 딸을 소돔 사람들과 혼인시키기까지 하며 점점 그
들과 동화되어갔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다. 그런데 그 심
판에서 롯의 가정만은 구원받았다. 삼촌 아브라함을 권념하신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하지만 불행
하게도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기에 소금 기둥이 돼버렸다. 롯의 아내의
죽음은 이 가정에 죄악의 씨앗이 되었다. 롯의 두 딸은 아버지에게 ‘와인’을 마시게 한 후 차례로 동침
했다. 그리하여 전무후무한 부녀상간을 통해 롯의 두 딸은 각기 아들을 낳았다. 모압과 암몬이 그들이
다. 하나님은 후에 모압과 암몬을 하나님의 백성의 회중에 영원히 들지 못하게 하셨다 (신 23:3).
이처럼 ‘와인’은 어떻게 쓰이냐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어
떻게 해석해야 할지 명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 사실 노아가 술을 마시고 벌거벗은 곳은 자신의 장
막이었다. 공공 장소도 아니고 자신의 장막 안에서 벗은 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가? 오늘날로 치면 자
기 침실에서 옷을 벗고 있는 거니 말이다. 게다가 와인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인사불성이 됐다고 볼 근
거도 없다. 설령 인사불성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노아를 질책할 수도 없다. 물론 어떤 분들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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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바울이 ‘술취하지 말라’고 한 구절을 근거로 노아를 비난할 지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 이 에피소드
는 노아가 ‘와인’을 먹고 취한 것에 초점이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자를 자신의 백
성으로 택하는지 보여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에 상세하게 다루기로 한다.)
여기서 눈에 띄는 두 개의 단어가 있다. ‘벌거벗었다’와 ‘장막’이다.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이브도 벌거
벗고 살았다. 그들은 벌거벗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적어도 그들이 선악과를 따 먹기 전까지는 말
이다. ‘벌거벗음’은 선악과를 따 먹는 사건을 기점으로 그 의미가 전혀 달라진다. 선악과 사건 이전에
는 벌거벗음은 선이고 아름다움이다. 그런데 그 이후는 악이고 부끄러움이다. 아담과 이브는 무화과
나무로 띠를 만들어 신체의 일부를 가렸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들에게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덮어 주었다. 그 이후부터는 몸을 가리고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되었다. 아담이 벌거벗었다는 구절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에르바’ ()ע ְֶׁרוָּה다. 이는 아예 처음부터 옷을 입지 않은 상태를 말한다. 그런데 노
아가 벌거벗었다는 구절에 쓰인 히브리어 단어는 ‘가라’() ָּגלָּה다. 이 단어는 이미 덮고 있던 커버를 치
우는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다. 이미 자신의 치부를 가리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다음은 장막이다. 장막은 히브리어로 ‘오헤르’()אֹהֶל다. 일반적으로 긴 천을 이용해서 가림막을 한 모
든 것들이 ‘오헤르’다. 사람이 거주하는 곳도 ‘오헤르’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성막도 ‘오헤르’다. ‘오
헤르’는 안전한 곳이다. 인간이 거주하는 ‘오헤르’는 지극히 사적인 공간으로서 쉼을 누리는 장소다.
모든 거추장스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편안히 안식을 누리는 장소다. 하나님의 성막 ‘오헤르’는 하나
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가릴 수 없다. 자신의 모든 허물을 드러
내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 무죄 선언을 받는 곳이다. 히브리서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의 모습을 이
렇게 묘사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 앞에 만물이 벌거
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히 4:13).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인간은 반드시 그 손에 제물을 들고 나가야 한다. 흠없는 제물 말이다. 하나님
은 벌거벗은 인간의 수치를 보지 않고 대신 그 손에 든 제물을 보시고 인간을 용서하신다. 그것이 구
원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헤르’는 인간들이 무죄 선언을 받는 곳이며, 이 세상에서의 애씀을 내려
놓고 진정한 쉼을 얻는 곳이다.
노아는 자신의 ‘오헤르’에서 술을 마시고 옷을 벗어버렸다. 사실 그의 행동에서 비난거리를 찾는 건
과욕이다. 괜히 술마시고 벌거벗는 바람에 아들 인생 망치고 자손들 간에 반목하게 만든 노망든 노인
이 아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런 노아의 개인적인 일상사를 통해 그 후손들을 갈라치기 하고 계신다. 우
리는 술마시고 벗은 노아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행하시는 일에 더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은 인간
들의 사소한 일상사를 통해 자신의 일을 펼쳐가신다. 인간들에게 우연이 하나님에게는 필연이다. 이
런 사소한 사건으로 직격탄을 맞는 족속이 있다. 바로 가나안 족속이다.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닌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떤 눈으로 일상을 보고 있나요? 모든 일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에게 일어난 일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좀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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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와 가린 자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9:22~29)
(22 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았습니다.
() ַוי ְַׁרא חָּ ם אֲבִ י כְׁ ַַ֔נעַן אֵּ ת ע ְֶׁרוַת אָּ ִ ָ֑ביו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밖에서 말하였습니다. () ַו ַיגֵּד לִ ְׁׁשנֵּי־אֶ חָּ יו בַ חּוץ
(23 절) 셈과 야벳은 옷을 들어, 그들의 어깨에 메고, 뒤로 들어가, 그들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가렸습니다.
(יהָ֑ם
ֶ ִַל־ׁשכֶם ְׁׁשנֵּיהֶַ֔ ם ַויֵּלְׁ כּו אֲחֹ ַר ַ֔ ִנית וַיְׁ כַּסּו אֵּ ת ע ְֶׁרוַת אֲב
ְׁ )וַיִ קַ ח ׁשֵּ ם ָּו ֶיפֶת אֶ ת־הַ ִש ְׁמלָּה ַוי ִָּשימּו ע
그들의 얼굴은 뒤를 향하여, 그들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 ּופְׁ נֵּיהֶ ם אֲחֹ ַר ַ֔ ִנית וְׁ ע ְֶׁרוַת אֲבִ יהֶ ם ל ֹא ָּראּ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함이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았다. 함은 노아의 둘째 아들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성경은 노아의 둘
째 아들 함이라고 기록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버지로 함을 소개한다. 함을 강조하는 것인지 가나안을
강조하는 것인지 잘 분간이 되질 않는다. 함은 이미 아들이 여럿이다. 성경에 소개된 아들만도 네 명
이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 그들이다. 통상적으로 성경은 통상적으로 낳은 순서대로 이름을
기록하고 있기에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가나안은 함의 넷째 아들이다. 그런데 성경은 함을 가나안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여기서 성경을 읽는 독자들에게 창세기의 저자는 통시적인 시각을 요구한다. 창세기 9장 노아의 생
애를 마감하면서 기록한 이 사건은 단지 노아가 와인을 마시고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을 자다가 갑자
기 홧김에 손자에게 저주를 퍼부은 사건이 아니라는 말이다. 생각해 보라. 노아는 창세기 5장 30절에
그 이름이 처음 등장한다. 그것도 그의 아비 라멕을 소개하는 곳에서 말이다. 노아는 950년을 살다가
죽었다. 그는 500살이 넘어서야 슬하에 아들 셋을 두었다. 셈, 함, 야벳이 그들이다. 성경에는 그가 500
살이 될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고, 선택을 받은
자다. 노아 나이 500 세 이후에 하나님이 그를 불렀다고 가정하면 길게는 100년 가까이 방주를 지으며
보낸 셈이다. 노아는 홍수 심판을 피했고 그의 가족과 함께 그 심판에서 살아남았다. 그것이 노아에
대한 기록의 전부다. 그런데 성경은 그가 살아 오는 동안 겪었던 수 많은 일 중에 단 하루 동안 일어난
사건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바로 9 장 20절부터 27절 사이에 기록된 이 사건이다. 이 사건이 노아의
사생활에 대한 유일한 기록이다. 그는 인류를 대표하는 삶을 살았다. 인류를 대표해서 방주를 지었고,
인류를 대표해서 가족과 함께 방주에서 살아났다. 그의 삶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 좌지우지됐다.
그런데 성경이 이 부분에서 그의 은밀한 사생활을 노출하고 있다. 어쩌면 와인을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자는 일이 비단 이날 하루만이 아니라 노아의 일상사였을지도 모르니 말이다.
그러던 어느날 함이 노아의 벌거벗은 것을 보았다. 아버지의 하체를 보게 된 것이다. 여기서 ‘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라아’() ָּראָּה다. 이 단어는 우연히 지나가다 눈에 띄었다는 뜻보다는 어떤 의
도를 가지고 자세히 관찰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뱀의 유혹을 받은 이브가 선악과를 바라보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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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이 이 단어가 쓰였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창조된 세상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광경에서도 이 단
어가 쓰였다. 이 단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함은 아버지의 하체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유심히 바라본 것
이고 그것은 곧 아버지의 하체를 범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히브리 문화와 기독교
문화 공히 고의적인 의도로 나체를 보는 것 자체를 성적인 죄로 간주한다. 그렇기에 함이 의도적으로
아버지의 하체를 본 사건은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이 문제를 ‘은혜’와 결부시켜 생각해 보자. 설령 노아가 와인을 마시고 취한 것이나 또 그 때문에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은 일이 지탄받아 마땅한 수치스런 일이었다고 치자. 당신이 그의 아들이라면 어떻
게 하겠는가? 아버지의 치부를 만천하에 공개하여 망신을 주겠는가, 아니면 그 허물을 덮어 주겠는가?
이점에서 셈과 야벳은 함과는 전혀 달랐다. 그들은 옷을 어깨에 걸치고 조용히 뒷걸음질쳐 장막안으
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 주었다. 여기에 기독교의 핵심이 담겨 있다. 기독교는 타인
의 실수를 질책하는 종교가 아니다. 게다가 인간들로 하여금 절대로 실수하지 않도록 언제나 자신을
수양하라고 독려하는 종교도 아니다. 오히려 세리와 창녀처럼 인생의 실패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에
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종교다. 그리스도인이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는 어찌할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공동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다른 이들보다 선하게 사는 의인들이 아니라 용서받아 의인으로
칭함받는 죄인들인 것이다. 허물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피로 그 허물을 덮어
주신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이같은 놀라운 은혜의 원리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무엇보다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벧전 4:8).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아버지 노아의 벗었음을 형제들에게 고했다. 그는 추상 같은 율법의 칼날을 들
이대며 아버지의 허물을정죄했다. 정죄는 늘 옳고 정의롭게 보인다. 예수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정확히 말하면 무조건 정죄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다. 죄가 없으므로 책잡을 게 전혀 없다는 말도
아니다. 이 말씀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실수하고 죄지으며 산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인간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것처럼 뻔뻔
하게 남의 허물은 잘도 지적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결코 죄에 대하여 정죄
하고 비판할 자격을 주신 적이 없다. 정죄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셈과 야벳은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
지의 상태를 알았다. 그런 줄도 모르고 아버지가 곤히 주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옷으로 가련한
아버지를 덮어주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았다. 허물은 보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이다.
우리들의 삶을 뒤돌아보자. 우리는 함인가 아니면 셈이나 야벳인가?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을 덮어주
는 자인가 아니면 들춰 내어 그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자인가? 허물을 덮는 자의 모습은 비겁하고 유
약하게 보인다. 반면 허물을 공개하여 망신을 주고 바로잡으려는 사람은 강하고 정의롭게 보인다. 하
나님은 이 땅에 정의를 세우려고 예수님을 보내지 않으셨다. 허물 많은 인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것
을 덮기 위해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하나님은 정의로운 공동체보다는 은혜로운 공동체를 원하신
다. 당신은 은혜를 받은 자인가? 그렇다면 당신도 남의 허물을 덮어 줌으로 은혜를 전하는 자가 되라!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타인의 잘못에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자신의 허물은 덮고 남의 허물은 떠벌리지는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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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안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9:24~29)
(24 절) 노아는 그의 와인에서 깨어났고, ()וַיִ יקֶ ץ נֹ חַ ִמיֵּינָ֑ ֹו
그의 작은 아들이 그에게 행한 일을 알았습니다. () ַויֵּדַ ע אֵּ ת אֲׁשֶ ר־עָּשָּ ה־לֹו בְׁ נֹו הַ קָּ טָּ ן
(25 절) 노아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가나안에게 저주가 임하기를! ()אָּ רּור כְׁ נָּ ָ֑עַן
그는 그의 형제들을 위한 종들의 종이 될 것이다. (ֲבָּדים יִהְׁ יֶה לְׁאֶחָּיו
ִ )עֶבֶד ע
(26 절) 노아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찬양받으시기를! (ׁשם
ָ֑ ֵּ )בָּ רּוְך יְׁ הֹ וָּה אֱֹלהֵּ י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וִ יהִ י כְׁ ַנעַן עֶבֶ ד לָּמֹו
(27 절)
하나님께서 야벳을 번창하게 하시고, ()יַפְׁ ְׁת אֱֹלהִ ים לְׁ ֶַ֔יפֶת
야벳으로 셈의 장막에 거주하게 하시며, (ֵּי־ׁשם
ָ֑ ֵּ )וְׁ יִ ְׁׁשכֹ ן בְׁ אָּ ֳהל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וִ יהִ י כְׁ ַנעַן עֶבֶ ד לָּמֹו
(28 절) 노아는 홍수 이후에 350 년을 살았습니다. ()וַיְׁ חִ י־נֹ חַ אַ חַ ר הַ מַ ָ֑בּול ְׁׁשֹלׁש מֵּ אֹות ׁשָּ ַָּ֔נה ַוח ֲִמ ִשים ׁשָּ נָּה
(29 절) 노아는 모두 950 년을 살고 죽었습니다. ()וַיִ הְׁ יּו כָּל־יְׁ מֵּ י־ ַֹ֔נחַ ְׁתׁשַ ע מֵּ אֹות ׁשָּ ַָּ֔נה ַוח ֲִמ ִשים ׁשָּ נָּ ָ֑ה ַויָּמֹת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노아가 술이 깨자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는 진노했다. 노아의 진노는 그대로 그의
후손들에 대한 예언이 된다. 그런데 그 예언을 하기까지의 과정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다 그 내
용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 불과 얼마전까지 술에 취해 잠이 들었던 노아가 어떻게 그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알게 되었을까? 설령 어떤 경로로든 알았다고 치자. 아무리 함이 용서받기 힘든 일을 저질렀다
해도 그 사실을 알자마자 이런 예언을 했다는 것이 쉽게 이해가 되는가? 가나안은 그의 직계 손자가
아닌가? 마치 그 동안 벼르고 있던 차에 함이 제대로 걸려든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기까지 한다.
노아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알았을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면 가족 중
누군가가 이 일을 일러 바쳤을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그 과정은 그리 중
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경위야 어찌 됐든 노아는 그 사실을 알았고 도저히 묵과할 수 없
었다. 성경은 함을 작은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함을 막내 아들로 해석하는 분들도
있다. 히브리어로는 콰탄 ()קָּטָּן이라는 단어는 ‘작은’(small), ‘적은’ (little)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하찮은’
이란 의미도 들어 있다. 노아의 반응으로 볼 때 함은 막내 아들이라는 의미보다는 그다지 소중하지 않
는 하찮은 아들에 더 가깝다. 왜냐하면 성경 기록으로는 함은 막내가 아닌 둘째 아들이기 때문이다. 그
러나 노아에게 함은 가장 하찮은 존재였다. 모르긴 해도 노아는 평소에 그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을
지도 모른다. 그러니 함이 한 일을 듣자마자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 게 아니겠는가? 성경은 노아
의 말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기록하고 있다. 먼저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을 향한 저주다. 손자 가나안
을 향한 저주는 타협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단호하다. 왜 가나안인지에 대한 설명도 없다. 밑도 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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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이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붓는다. 그리고 가나안이 그의 형제들을 위한 종들의 종이 될 거란다. 그
냥 종이 아니라 종들의 종이다. 도대체 왜 가나안 족속이 이런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실제로 노아의
저주는 현실이 된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모두 죽이거나 종으로 삼았다.
뿌리깊은 힌두교 전통으로 인도에는 아직도 계급이 존재한다. 흔히 알고 있는 힌두교 계급의 가장 하
층민인 수드라는 그래도 인간 취급을 받는다. 인도에는 그보다 아래인 불가촉 천민 집단이 있다. 그들
을 달리트라 부른다. 불가촉 천민이란 일체의 신체 접촉이 금지되어 다른 사람들과는 절대로 함께 살
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다. 다른 사람들도 그들을 인간으로 대우해 주지 않거니와 그들 스스로도 그렇
게 생각한다. 그럼에도 그들이 살아가는 단 한가지 이유는 윤회 사상 때문이다. 다음 세상에서는 달리
트로 태어나지 않을 거라는 믿음 하나로 온갖 수모를 감내하며 짐승보다도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들의 옷은 시체에서 얻어야 하며, 마을로부터 격리된 외곽 지역에 산다. 그들이 지나간 길은 오염된
길이기에 반드시 청소를 하며 지나가야 한다. 인도에는 이런 달리트가 무려 1억 6천명에 달한단다.
노아는 가나안을 달리트처럼 되라고 저주한다. 종들에게 속한 종이니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가? 하나
님이 택하신 백성들의 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의 종으로 살아야 한다
는 말이다. 이쯤되면 노아의 저주가 얼마나 심한 저주이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할 말이 아니라는 사
실을 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는 노아의 예언이 아니라 그의 입을 빌어 하나님이 예언하시는 말이다.
가나안 족속들이 얼마나 이스라엘에게 눌려 살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는 신약에 많이 나온다. 마태
복음에는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자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온다. 잠시 그 대화를 재현해 보자.
가나안 여인: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예수님: 나는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가나안 여인: 주여 저를 도우소서.
예수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가나안 여인: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마 15: 21 ~28)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주인으로 가나안을 개라고 말씀하신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 가나안 여인이 자
신을 개라고 부르는 걸 당연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호수아 때부터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복속
된지 엄청난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개’와 다름없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런 가혹한 천형을 받은 가나안 족속도 예수님이 오셔서 치유하고 회복하셨다. 하나님의 진
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에게 퍼부어졌고 십자가에서 흘린 피는 과거의 모든 질고들과 반목들,
저주들을 말끔하게 풀어내었다.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이 받은 저주로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길이 열렸다.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저주를 그리스도를 통해 푸셨
다. 그 옛날 가나안에게 내린 노아의 저주까지도 말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서로 반목하며 대립했던 이들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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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벳의 후손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10:1~5)
(1 절) 이것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입니다. () וְׁ אֵּ לֶה תֹולְׁ דֹ ת בְׁ נֵּי־ ַֹ֔נחַ ׁשֵּ ם חָּ ם וָּיָּ ָ֑פֶת
홍수 이후에 그들에게 아들들이 태어났습니다. ()וַיִ ּוָּלְׁ דּו לָּהֶ ם בָּ נִ ים אַ חַ ר הַ מַ בּול
(2 절) 야벳의 아들: 고멜, 마곡, 마대, 야완, 두발, 메섹, 디라스.
(ירס
ָּ תֻבָ֑ל ּומֶ ׁשֶ ְך וְׁ ִת
ָּ ְׁ)בְׁ נֵּי ֶַ֔יפֶת גֹ מֶ ר ּומָּ גַ֔ ֹוג ּומָּ דַ י וְׁ ָּיוָּן ו
(3 절) 고멜의 아들: 아스그나스, 리밧, 도갈마. ()ּובְׁ נֵּי ָ֑ ֹגמֶ ר אַ ְׁׁש ֲכנַז וְׁ ִריפַת וְׁ תֹ ג ְַׁרמָּ ה
(4 절) 야완의 아들: 엘리사, 달시스(스페인), 깃딤, 도다님. () ּובְׁ נֵּי ָּיוָּן אֱלִ יׁשָּ ה וְׁ תַ ְׁר ִ ָׁ֑שיׁש כִ ִתים וְׁ דֹ דָּ נִ ים
(5 절) 이들로부터 바닷가 사람들이 그들의 땅에서 갈라졌습니다, ()מֵּ אֵּ לֶה נִ פְׁ ְׁרדּו ִאיֵּי הַ גֹויִ ם בְׁ אַ ְׁרצֹ ַ֔ ָּתם
각각 그들의 언어에 따라, 그들 종족의 가족을 따라. () ִאיׁש לִ לְׁ ׁשֹ נָ֑ ֹו לְׁ ִמ ְׁׁשפְׁ חֹ תָּ ם בְׁ גֹויֵּהֶ 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노아의 세아들 즉, 셈, 함, 야벳의 족보다. 족보는 야벳으로부터 시작하여 함, 셈의 순으로 기록된다. 대
부분의 독자들은 족보가 나오면 그냥 뛰어 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성경에서 족보는 매우 중요하다.
족보가 중요하지 않다면 이리 장황하게 기록할 이유도 없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족보에 등장하는 인
물들 또는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으며 서로 간에 직간접적으로 영
향을 주고 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는데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 따라서 주
요 인물들의 이름은 단지 누구의 자손이라는 정보 외에도 그들이 사는 지역,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
계, 역사적으로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활용하실지에 대한 내용들까지 두루 포함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유럽인들은 야벳의 후손들이다. 물론 많은 인구 이동과 족속들의 흥망성쇠로 인해
수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적어도 구약 시대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에스겔서 38장은 종말에 벌어질 전
쟁에 대한 기록이다. 여기에 야벳의 자손들의 이름 여럿이 등장한다. 에스겔서 38장 1절~6 절, 15절
~1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
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내
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큰 무리와 그들과 함께 한바 방패와 투
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떼와 극한 북방의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떼 곧 많은 백
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 내리라” (겔 38:1-6).
“네가 네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임
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곡아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
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겔 38:15-16).
9

여기에 고멜, 마곡, 두발, 메섹 등의 이름이 등장한다. 게다가 고멜의 아들 아스그나스 족속은 이스라
엘 북쪽에 거주하다가 이후에 바벨론을 심판할 때 도구로 쓰인다. 예레미야 51장 24절~27절에는 다
음과 같은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그들이 너희 목전에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거민에게 갚으리라 여
호와의 말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온 세계를 멸한 멸망의 산아 보라 나는 네 대적이라 나의 손을
네 위에 펴서 너를 바위에서 굴리고 너로 불 탄 산이 되게 할 것이니 사람이 네게서 집 모퉁이 돌이나
기촛돌을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영영히 황무지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땅에 기를 세
우며 열방 중에 나팔을 불어서 열국을 예비시켜 그를 치며 아라랏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대장을 세우고 그를 치되 사나운 황충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하라” (렘 51:24-27).
야완의 아들 깃딤은 헬라인들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키프러스 섬 등에 거주하였고, 도다님 사람들은
에게해를 중심으로 살던 헬라인들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솔로몬 왕이 죽은 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로 나뉘어졌다. 이후 북이스라엘은 앗시리아에 의해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 의해 멸망
당했다. 바벨로니아는 얼마 되지 않아 페르시아의 수중에 떨어졌다. 페르시아는 친식민지 정책을 취
했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유대인들은 70년 만에 자기 땅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성전을 재건하고 하
나님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해 갈 무렵 헬라가 침공했다. 헬라는 야벳의 후손들이다. 헬라의 침공 이후
이스라엘을 지배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강력한 헬레니즘 정책으로 유대인들을 억압했다.
유대인들은 강하게 저항했고, 이 과정에서 강한 민족주의적 성격을 띤 유대주의가 탄생한다. 아이러
니 하게도 이러한 유대주의는 후에 하나님 아들인 예수님을 죽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처럼 노아의 아들 중 야벳의 자손은 주로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그리고 계시록
에 기록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전쟁에 또다시 그 이름이 언급된다 (계 20:8).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노아
의 자손들은 단지 이름으로만 기록되지 않았다. 그들은 아무런 이유없이 지구상에 흩어져 살아간 존
재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름을 주시고 특정한 지역에 살도록 하신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
다. 모든 족속들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들은 어떤가? 각자가 정한 장소에서 스스로가 계획한 대로 성취해가며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도 예외는 아니다. 하루 전에 계획한 일도 뜻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게
인생이다. 원치않는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타국으로 이민을 가는 경우도 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과 의지대로 살아가려 애쓴다. 그러나 그리스
도인들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연은 없다. 당신은 어떠한가? 당
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예정하신 놀라운 섭리를 느끼고 있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지금 그 자리, 그 상황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
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며 살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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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백성의 조련사들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10:6~14)
(6 절) 함의 아들: 구스, 미스라임(이집트), 붓(리비아), 가나안. (ּומצְׁ ַריִ ם ּופּוט ּוכְׁ ָּנעַן
ִ )ּובְׁ נֵּי ָּחָ֑ם כּוׁש
(7 절) 구스의 아들: 스바, 하윌라, 삽다, 라아마, 삽드가. () ּובְׁ נֵּי כַ֔ ּוׁש ְׁסבָּ א ַוחֲוִ י ַָּ֔לה וְׁ סַ בְׁ תָּ ה וְׁ ַרעְׁ מָּ ה וְׁ סַ בְׁ ְׁתכָּ ָ֑א
라아마의 아들: 스바, 드단. (ּודדָּ ן
ְׁ )ּובְׁ נֵּי ַרעְׁ מָּ ה ְׁׁשבָּ א
(8 절) 구스는 니므롯을 낳았습니다. ()וְׁ כּוׁש ָּילַד אֶ ת־נִ ְׁמ ָ֑רֹ ד
그는 이 땅의 처음 나타난 용사입니다. ()הּוא הֵּ חֵַּ֔ ל לִ הְׁ יֹות גִ בֹ ר בָּ אָּ ֶרץ
(9 절) 그는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הּוא־הָּ יָּה גִ בֹ ר־צַ יִ ד לִ פְׁ נֵּי יְׁ הוָּ ָ֑ה
그래서, ‘니므롯 같이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עַל־כֵּן יֵּאָּ ַ֔ ַמר כְׁ נִ ְׁמרֹ ד גִ בֹור צַ יִ ד לִ פְׁ נֵּי יְׁ הוָּה
(10 절) 그의 통치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 에렉, 악갓, 갈레입니다.
(אׁשית מַ ְׁמלַכְׁ תֹו בָּ ַ֔ ֶבל וְׁ אֶ ֶרְך וְׁ אַ כַד וְׁ כַלְׁ נֵּ ָ֑ה בְׁ אֶ ֶרץ ִׁשנְׁ עָּר
ִ ) ו ְַׁתהִ י ֵּר
(11 절) 그 땅에서부터 그는 앗수르로 가서, () ִמן־הָּ אָּ ֶרץ הַ הִ וא יָּצָּ א אַ ָ֑שּור
니느웨, 르호보딜, 갈라를 건설했고, (ת־רחֹ בֹ ת עִ יר וְׁ אֶ ת־ ָּכלַח
ְׁ ֶ)וַיִ בֶ ן אֶ ת־נִ ינְׁ ַ֔ ֵּוה וְׁ א
(12 절)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했습니다). (ת־רסֶ ן בֵּ ין נִ ינְׁ וֵּה ּובֵּ ין כָּ ָ֑ לַח
ַ֔ ֶ ֶ)וְׁ א
그것은 매우 큰 도시입니다. ()הִ וא הָּ עִ יר הַ גְׁ דֹ לָּה
(13 절) 미스라임(이집트)는 루딤, 아나밈, 르하빔, 납두힘을 낳았고,
(ענ ִָּמים וְׁ אֶ ת־לְׁ הָּ בִ ים וְׁ אֶ ת־נַפְׁ תֻ חִ ים
ֲ ת־לּודים וְׁ אֶ ת־
ִ
ֶּומצְׁ ַריִ ם ָּילַד א
ִ )
(14 절) 바드루심, 블레셋이 나온 가슬루힘, 갑도림을 (낳았습니다).
() וְׁ אֶ ת־פ ְַׁתרֻ ִסים וְׁ אֶ ת־כ ְַׁסלֻחִ ים אֲׁשֶ ר יָּצְׁ אּו ִמשָּ ם פְׁ לִ ְׁׁש ִתים וְׁ אֶ ת־כַפְׁ תֹ ִרי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야벳의 후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한 저자는 함의 후손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
고 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인 셈의 계보보다도 훨씬 더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그만큼 구속사에
서 함의 후손들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함의 후손들은 셈의 후손들과 철저하게 대척점에 서게
된다. 물론 가나안 족속처럼이스라엘에게 지배당한 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함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다. 이중에서 성경은 구스, 미스라임, 가나안 세 아들의 후손
에 주목한다. 왜 그럴까? 후에 이들은 역사에서 이스라엘과는 뗄레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
는 족속들이기 때문이다. 구스의 후예들은 나중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차지했고, 미스라임은 나일
강을 중심으로 한 이집트 지역을 차지했다. 가나안의 후손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미리 장악하고
살게 된다.그들은 택하신 민족인 이스라엘을 포위하는 형세로 세력을 형성해 갔으며, 약속의 땅에 일
찌감치 자리잡고 터줏대감 노릇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다. 하
나님은 함의 후손들을 통해 택하신 백성들을 훈련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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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함의 둘째 아들인 미스라임에 대해 알아 보기로 한다. 미스라임은 이집트의 다른 표현이기도 하
다. 이집트는 아브라함 때부터 등장하는 중요한 나라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전까지 그는
갈대아 우르에 살았다. 갈데아 우르는 바벨로니아 지역으로 사실상 함의 자손들이 장악하고 있던 지
역이었다. 하나님은 그곳으로부터 아브라함을 불어내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순간
부터 고난이 시작된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지 얼마 되지도 않아 심각한 기근을 만나 이
집트로 갔다가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서 파는 수모를 겪었다. 그 후 이집트를 나온 아브라함은 이
내 사랑하는 조카 롯을 떠나 보낸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사랑해서 그곳으로 갔다. 남아 있는 아
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그의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겠다고 약속하신다. 하지만 그 약
속이란게 참으로 모호하다. 창세기 15 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상급으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이렇게 질문한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창 15:8).
그러자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언약식을 행하도록 한다. 아브라함은 짐승을 잡아 놓고 하나님의 말씀
을 기다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는 비몽사몽 간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예언
을 하신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 15:13-14).
이 예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이집트의 노예가 되었다.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기까지 사백
년이 넘게 그들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다. 하나님이 왜 함의 후손인 미스라임(이집트) 사람들에게
택하신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도록 허용하셨을까? 단지 이스라엘 민족을 강한 민족으로 단련하기 위
해 그러신 것이 결코 아니다. 이스라엘이 선택된 이유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의롭고 선해서가 아니
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모든 이에게 구속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자 했다. 구원은 속량되는 것이다.
속박에서풀려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노예의 삶이 없으면 자유가 뭔지 알 도리가 없다. 미스라임을
이용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혹독한 노예의 삶을 체험하게 했다. 게다가 미스라임의 장자들을 유
월절에 죽임으로써 희생 제물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은 제물인 어린 양의 피흘림을 통해 이
스라엘을 구원했고, 제물을 준비하지 않은 미스라임의 장자들은 희생시켰다. 예수님이 오셔서 유월
절 어린 양으로 우리 대신 죽으실 것을 함의 후손들이 먼저 보여 준 셈이다. 그뿐 아니다. 미스라임 즉,
이집트 군대는 홍해에서 몰살당했다. 하나님은 그들을 수장시킴으로써 부활의 의미, 구원의 의미를
생생하게 보여주셨다. 마스라임은 나일강의 혜택을 받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문명을 일으켰고, 정
치적으로도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그런 그들이 이룩한 번영은 택하신 백성을 훈련하는
도구에 불과했다.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은 인류 구속을 위한 포석을 미리 깔아 놓
으신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우리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미리 깔아두신 포석은 무엇일까요? 당신을 힘들게 하는 모든 사람
이나 상황이 결국엔 당신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진정으로 깨달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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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자의 아이콘 구스의 후손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10:6~14)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함의 후손들은 단지 구속을 가르치기 위한 조련사 역할에 그치지 않았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대적자
를 자처했다. 함의 첫째 아들인 구스의 후손이 그랬다. 성경은 특별히 구스의 후손 중에서 니므롯에 주
목하고 있다. 니므롯은 이 땅에 처음 나타난 용사였다. 용사로 번역된 히브리어 ‘기보르’ ()גִ בֹ ר는 ‘힘이
센,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란 뜻이다. 성경은 니므롯에 대해 ‘용사’, 그리고 ‘여호와 앞에 강한 사냥꾼’
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얼핏 들으면 찬사로 들린다. 하지만 앞뒤 문맥을 고려해서 찬찬히 읽어보면 이
말이 왠지 칭찬처럼 들리지 않는다. 니므롯은 단지 용사, 영웅, 사냥꾼에 머물지 않고 그 당시 이미 신
의 위치에까지 오른 대단한 존재였다. 그는 넓은 땅을 아우르며 성을 쌓아 자기 영역을 거침없이 확장
해 간 사람이다. 그래서 니므롯이라는 이름에는 거침없는 침입자의 모습과 잔혹한 통치자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을 대체하는 능력자요 실세가 바로 니므롯이다. 실제로 그들은 하
나님을 대적하려 했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
니므롯의 통치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다. 홍수 심판 이후 인간들은 점
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노아의 가족 여덟 명만 살아남은 홍수 심판은 이제는 까마득한 전설이
되었고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 인간들은 자기 정체성을 잊어버렸다. 그들의 눈에 더
이상 하나님은 없었다. 니므롯의 후예들은 시날 땅에 정착해 바벨이라는 도시를 건설했고 탑을 쌓았
다.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은 이유는 딱 하나다. 탑 꼭대기를 하늘에 이르게 하여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함이었다. 니므롯의 후예가 그런 자들이다. 그들에게 더는 하나님은 없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자신들의 이름이 중요하고 자기들이 꼭대기를 차지해야 직성이 풀린다.
이런 교만의 극치를 보여준 함의 후예들은 나중에 유다의 멸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120년의 통일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오판으로 남유다와 북이
스라엘로 나뉘어진다. 이후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로니아에 의해 각각 멸망당
한다. 여로보암을 초대 왕으로 추대한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금송아지를 섬기는 우상의 나라로 변질
했다. 그렇다고 남유다는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섬겼다는 말이 아니다. 남유다 역사상 가장 개혁적인
왕 요시아가 죽자 남유다는 급격히 쇠퇴하기 시작했다. 드디어 시드기야 왕에 이르러 함의 후손인 바
벨론 제국이 다시 등장한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남유다를 침공했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
의 공동체인 남유다는 힘 한 번 써보지 못하고 나라의 심장부를 내주고 말았다. 예루살렘이 훼파되고
성전은 불탔으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던 기구들은 침략자의 손아귀에 들어가 시날 땅으로 옮겨졌
다. 당시의 참혹했던 상황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바벨론 왕이 립나에서 시드기야의 목전에서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인을 죽였으
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 있는 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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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의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잡아 옮겼으며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렘 39:6-10).
왕자들은 왕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결박당했다. 마침
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화마에 휩싸였다. 이처럼 함의 후손들은 셈의 후손을 철저하게 유린했다.
그런데 성경은 이같은 일들을 바벨론 왕이 독단적으로 행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 이 모든 것은 철
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 바벨론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충직하게 움직이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민족을 혹독한 시련을 통해 훈련하려 하셨다. 잔
혹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예언하셨다.
“너희는 열국을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 생전에 내가 한 일을 행할 것이라 혹이 너희
에게 고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
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하는 독수리의 날음과 같으니라 그들은 다 강포를 행
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 같이 많이 할 것이요 열왕을 멸시
하며 방백을 치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그들은 그 힘으로 자
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 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합 1:5-11).
니므롯은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다. 하나님은 그 강함을 꺾어 유하게 하지 않으셨다. 자기 자
신의 힘만 믿고 사는 사람들의 강퍅한 마음을 그대로 이용하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순하게 훈련시켜
택하신 백성들과 조화를 이루며 살도록 하지 않으셨다. 자신의 힘을 신으로 여기는 그들, 불같은 성격
으로 끝없이 세력을 넓히려는 그들의 욕망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을 훈
련하시고 계신 것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나님은 노아의 아들 함을 통해 이미 택한 백성을 어떻게 훈련
하실지를 준비하고 계셨다. 니므롯의 후손들은 백성들의 훈련을 위해 충분히 사나워져야 했다. 그래
서 자기 스스로를 신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도록 훈련되어야 했다. 우리는 어떠한
가?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평안해지고 남 보란듯이 잘 살아가야 할 것 같은데 삶이 생각대로 흘
러가지 않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독특한 배우자로 인해 힘들어 하지는 않는가? 유난히 힘든 사춘기
를 보내는 자녀는 없는가? 앞길을 가로 막는 방해꾼이 사라지기는커녕 점점 더 강도가 심해지지는 않
는가? 이 모든 열악한 환경은 그것을 통해 우리를 훈련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섭리가 아닐까?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삶에서 하나님께 어떤 훈련을 받고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
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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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의 땅 심장부를 차지한 가나안 족속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10:15~20)
가나안은 그의 첫째 시돈과 헷을 낳았고, ()ּוכְׁ ַנעַן ָּילַד אֶ ת־צִ ידֹ ן בְׁ כֹ רֹו וְׁ אֶ ת־חֵּ ת
여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기르가스 족속, (בּוסי וְׁ אֶ ת־הָּ אֱמֹ ִ ַ֔רי וְׁ אֵּ ת הַ גִ ְׁרג ִָּׁשי
ִ ְׁ)וְׁ אֶ ת־הַ י
이휘 족속, 알가 족속, 신 족속, ()וְׁ אֶ ת־הַ חִ ּוִ י וְׁ אֶ ת־הַ ע ְַׁרקִ י וְׁ אֶ ת־הַ ִּסינִי
아르왓 족속, 스말 족속, 아맛 족속을 (낳았습니다). ()וְׁ אֶ ת־הָּ אַ ְׁרו ִָּדי וְׁ אֶ ת־הַ צְׁ מָּ ִרי וְׁ אֶ ת־הַ חֲמָּ ִ ָ֑תי
이후로 가나안 족속은 흩어져 나갔습니다. ()וְׁ אַ חַ ר נָּפַֹ֔ צּו ִמ ְׁׁשפְׁ חֹות הַ כְׁ ַנעֲנִי
(19 절) 가나안 족속의 경계는 시돈에서 그랄 방향으로 가사까지였고,
(ידן בֹ ֲאכָּה גְׁ ָּר ָּרה עַד־עַזָּ ָ֑ה
ֹ ַ֔ ִ)וַיְׁ הִ י גְׁ בּול הַ כְׁ ַנעֲנִ י ִמצ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방향으로 라사까지(였습니다).
() בֹ ֲאכָּה ְׁסדֹ מָּ ה ַועֲמֹ ָּרה וְׁ אַ ְׁדמָּ ה ּוצְׁ בֹ יִ ם עַד־לָּׁשַ ע
(20 절) 이들이 함의 아들들입니다, ()אֵּ לֶה בְׁ נֵּי־חַָּ֔ ם
그들 가족과 그들 언어를 따른, ()ל ְִׁמ ְׁׁשפְׁ חֹ תָּ ם לִ לְׁ ׁשֹ נֹ ָּ ָ֑תם
그들의 땅과 그들의 종족에 의한. ()בְּׁאַ ְׁרצֹ תָּ ם בְׁ גֹויֵּהֶ ם
(15 절)
(16 절)
(17 절)
(18 절)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제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에 대한 이야기다. ‘또 가나안이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
러나 성경에서 가나안이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설명되지 않을 정도로 가나안은 대단히 중요하다. 성
경은 다양한 캐릭터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내는 대하 역사 드라마다. 물론 주인
공은 하나님이시다.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인간 세상에 개입하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다. 주인공이
지만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인간들을 통해 자신의 뜻을 계시하신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백성들이라면 다른 많은 민족들은 택한 백성들과 때론 협력 관계로, 때론 대립 관계로 등
장한다.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의 후손은 그의 형들의 후손들과는 사뭇 다른 길을 걸었다.
가나안도 이스라엘의 대적자였다. 하지만 그다지 치명적이지는 않았다. 마치 눈엣가시처럼 매우 성
가신 존재일 뿐이다. 노아는 가나안을 향하여 셈의 종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예언했다. 하지만 그
예언이 성취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과 가나안 족속들은 악연의 연속이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에덴 동산처럼 생각하고 삼촌을 떠나 소돔으로 갔다. 롯은 소돔인들과 어울려 살았
고 어느새 그들에게 동화되어 갔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롯은 가나
안의 후손들 중 하나로 살았을 지도 모른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집트의 노예가 될 것을 예
언하시면서 그 이유를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차지 않았기 때문’이라 설명하신다 (창 15:16
참조).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의 후손인 아모리 족속의 죄악과 이스라엘의 운명을 연계하셨다.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으로 진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 거주민들을 모두 쫒아내고 가
나안 땅을 차지해야 해야만 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 요단강 가에서 백성들에
게 이렇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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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
속을 너희 앞에서 너희 앞에서 쫒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수 3:10).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들을 당연히 쫒아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진멸의 대상이었다. 그랬기
에 가나안 족속들과는 절대로 한 공간에서 살아갈 수 없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예언하지 않으
셨다. 하나님은 노아의 입을 통해 가나안의 후손들은 종들의 종이되어야 한다고 이미 선언하셨다. 하
나님은 참으로 묘한 방법을 통해 예언을 성취해 가신다.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의 종이 되는 과정
이 매우 흥미롭다. 난공불락으로 여겼던 여리고 성이 허무하게 무너졌다. 잠시 아이성 전투에서 실패
했지만 그것은 이스라엘 내부의 문제 때문이었다. 전열을 재정비한 이스라엘은 마침내 아이성을 진
멸하고 아이 왕의 시신은 나무에 매달았다. 그야말로 파죽지세였다. 이 소식을 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을 막기 위해 연합군을 형성했다.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람, 히위 족
속, 여부스 족속이 그들이다 (수 9:1 참조). 그런데 그 연합군에 합류하지 않은 일련의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기브온 주민들이었다. 그들이 살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여아림이었다.
그들은 꾀를 내어 죽음을 면했다. 그들은 멸망과 죽음 대신에 영원히 이스라엘의 종이되는 길을 택했
다. 그들은 여호수아를 감쪽같이 속였다. 그들의 꾀에 속아 넘어간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
을 죽이기 않기로 확약을 한다. 그들과 화친한 후 사흘만에 자기들이 속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이
미 상황은 엎질러진 물이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주민들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긷
는 자가 되리라” (수 9:23).
노아의 예언은 바로 이렇게 성취되었다. 성경을 읽다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재미있는 분이라는 생각
을 떨쳐버릴 수 없다. 하나님은 자신이 한 예언은 어떻게 해서든 성취하신다. 살아남은 가나안 족속들
은 이렇게 종으로 전락한다. 그들은 나무를 패고 물을 긷는 삶을 살았지만 엄연히 택한 백성들과 함께
살며 그들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된다. 포로 귀환 이후에 쓰여진 역대서, 에스라서, 느헤미야
서에 이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느디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인데, 이들은 엄연히 언약 백성에의 일원으
로서 포로 귀환 때 함께 유대 땅으로 돌아와 그곳에 정착해서 산 사람들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노아의 후손들 중 선택받지 못한 두 아들의 후손들에 대해 알아 보았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
해 역사의 큰 틀을 만드셨다. 수천 년 뒤에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포석을 미리 준비하신 것이다. 하나
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너무도 광대해서 그 끝을 가늠해 볼 수도 없고, 너무도 섬세해서 디테일 하나
하나를 헤아려 보기도 어렵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그림과 그 계획대로 사건 하나하나에 개입하셔
서 역사를 만들어가시는 세밀한 손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게 된다.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위대함에 놀라고, 그분의 섬세한 손길에 은혜를 느낀다면 당신은 성공적인 독자다. 하나
님 말씀을 한 자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구원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깨달으셨나요?
언약 밖의 외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의 자녀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묵상해 보기
바랍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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