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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타인의 이름으로 설명되다 (주일)
오늘의 본문 (창 10:21~32)
(21 절) 에벨의 자녀들의 조상, 야벳의 형인 셈에게도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ם־הּוא אֲבִ י כָּל־בְ נֵׁי־ ֵֵׁ֔עבֶ ר אֲחִ י ֶיפֶת הַּ גָּדֹול
֑ ) ּולְ שֵׁ ם יֻלַּד ג
(22 절) 셈의 아들: 엘람, 앗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 ()בְ נֵׁי שֵׁ ם עֵׁילָּם וְ אַּ ֑שּור וְ אַּ ְרפַּכְ שַּ ד וְ לּוד ַּוא ֲָּרם
(23 절) 아람의 아들: 우스, 훌, 게델, 마스. ()ּובְ נֵׁי א ָּ ֲ֑רם עּוץ וְ חּול וְ גֶתֶ ר וָּמַּ ש
(24 절)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았고, (ת־שלַּח
֑ ָּ ֶ)וְ אַּ ְרפַּכְ שַּ ד ָּילַּד א
셀라는 에벨을 낳았습니다. ()וְ שֶ לַּח ָּילַּד אֶ ת־עֵׁבֶ ר
(25 절) 에벨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ולְ עֵׁבֶ ר יֻלַּד ְשנֵׁי בָּ ִנ֑ים
한 명의 이름은 벨렉입니다. ()שֵׁ ם הָּ אֶ חָּ ד ֶפלֶג
왜냐하면 그의 시대에 그 땅이 나뉘었습니다. ()כִ י בְ יָּמָּ יו נִ פְ לְ גָּה הָּ ֵ֔ ָּא ֶרץ
그의 형제의 이름은 욕단입니다. ()וְ שֵׁ ם אָּ חִ יו יָּקְ טָּ ן
(26 절) 욕단은 알모닷, 셀렙, 하살마웻, 예라를 낳았고,
(ת־שלֶף וְ אֶ ת־חֲצַּ ְרמָּ וֶת וְ אֶ ת־י ַָּּרח
֑ ָּ ֶ) וְ יָּקְ טָּ ן ָּי ֵַּ֔לד אֶ ת־אַּ לְ מֹודָּ ד וְ א
(27 절) 하도람, 우살, 디글라, (ת־דקְ לָּה
ִ ֲֶדֹורם וְ אֶ ת־אּוזָּל וְ א
ָּ )וְ אֶ ת־ה
(28 절) 오발, 아비마엘, 스바, (ת־שבָּ א
ְ ֶ)וְ אֶ ת־עֹובָּ ל וְ אֶ ת־אֲבִ ימָּ אֵׁ ל וְ א
(29 절) 오빌, 하윌라, 요밥을 (낳았습니다). (ת־יֹוב֑ב
ָּ
ֶ)וְ אֶ ת־אֹופִ ר וְ אֶ ת־חֲוִ ילָּה וְ א
이들 모두가 욕단의 아들들입니다. ()כָּל־אֵׁ לֶה בְ נֵׁי יָּקְ טָּ ן
(30 절)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 스발로 향하는 길의 동쪽 산이었습니다.
(שא בֹּ ֲאכָּה ְספ ָָּּרה הַּ ר הַּ קֶ דֶ ם
֑ ָּ ֵׁ)וַּיְ הִ י מֹושָּ בָּ ם ִממ
(31 절) 이들이 셈의 아들들입니다, ()אֵׁ לֶה בְ נֵׁי־שֵֵׁ֔ ם
그들 가족과 그들 언어를 따른, (נֹּתם
֑ ָּ ֹּ)לְ ִמ ְשפְ חֹּ תָּ ם לִ לְ ש
그들의 땅과 그들의 종족에 의한. ()בְ אַּ ְרצֹּ תָּ ם לְ גֹויֵׁהֶ ם
(32 절) 이들은 그들 종족의 가족을 따른 노아 아들들의 가족입니다.
()אֵׁ לֶה ִמ ְשפְ חֹּ ת בְ נֵׁי־נֹּ חַּ לְ תֹולְ דֹּ תָּ ם בְ גֹוי ֵֶׁה֑ם
홍수 이후에, 이들로부터 민족들이 그 땅에 나뉘었습니다.
() ּומֵׁ אֵׁ לֶה נִ פְ ְרדּו הַּ גֹויִ ם בָּ אָּ ֶרץ אַּ חַּ ר הַּ מַּ בּול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셈은 아브라함의 선조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단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리스도를 보낼 민족을 이
루게 하셨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셈의 자손이기 때문에 유난히 셈에게 눈길이 간다. 게다가 야벳
과 함의 가계와는 달리 셈에게서는 뭔가 특별한 것, 말하자면 그들보다 월등한 뭔가가 있을 것 같은 생
각이 든다. 그 유명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을 배출한 가계이니 말이다. 믿는 우리들
또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걸 게다. 하지만 실망이다. 셈의 자손들에게서 우리는
어떤 특별한 것도 찾을 수 없다. 너무도 평범할 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투명 인간처럼 역사에 남긴 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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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거의 없다. 하나님은 너무도 평범한 셈의 후손, 그 중에서 별로 특별할 것도 없는 아브라함을 선택하
셨다. 사실 그렇기에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그렇기에 하나도 특별할 것 없는 셈의 후예들이지만 족
보를 기록하는 데는 함이나 야벳의 족보 기록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다. 어찌 보면 사소한 차이라고 생
각할 지도 모르지만 그 속에는 분명 함이나 야벳에게서는 발견할 수 없는 다른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
다. 21 절을 읽어보자.
“에벨의 자녀들의 조상, 야벳의 형인 셈에게도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창 10:21).
무언가 특별한 점이 발견되지 않는가? 이 문장에는 다른 형제 즉, 야벳과 함의 족보에는 없는 특이한
점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저자는 다른 형제와는 달리 셈에 관해서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다. 앞의 두 형제들은 모두 “야벳의 아들은…” (창 10:1), “함의 아들은…” (창 10:6)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셈을 소개할 때에는 에벨 자녀들의 조상이자 야벳의 형이라는 수식어를 덧붙이고 있다. 사족을 달자
면 셈을 수식하는 말에 함의 형이라는 말은 없다. 저자의 의도를 확실히 알 수는 없으나 아마도 함에 대
해 인색하든지 아니면 함의 부정적 이미지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래저래 함은 단단히 낙인이 찍힌 셈
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셈을 수식하는 말에 그의 증손자 에벨의 이름이 거론된다. 셈의 증손자 에벨에
관해서는 뒤에 기술해도 될텐데 굳이 셈의 이름 앞에 그 이름을 거론하는 까닭은 무엇일까? 분명 이렇
게 기술한 데에는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에벨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더 상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둘째, “셈에게도 자녀가 태어났습니다”라는 표현이다. 이같은 표현은 그의 형제 야벳과 함의 기록에
서는 쓰이지 않은 표현이다. 10장 1절에서는 노아의 세 아들들을 한데 묶어서 포괄적으로 “그들이 아
들들을 낳았다”고 표현했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 표현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낳다’라는 의미의 히
브리 동사는 ‘야라드’ () ָּילַּד다. 창세기 저자는 10장 1절에서는 이 단어를 능동태로 썼다. 아들들이 주어
다. 그런데 21 절에서는 같은 단어를 수동태로 다르게 쓰고 있다. ‘자녀들이 그에게서 태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표현은 창세기 4 장 26절에서도 쓰인 적이 있다. 셋의 후손인 에노스의 탄생을 기록
할 때도 수동태로 표현했다. 당연히 에노스를 낳은 사람은 셋이다. 하지만 성경은 셋을 주어로 기록하
지 않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셈이 아들들을 낳았다고 표현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수동태
를 써서 아들들을 강조하고 있다. 히브리어 표현에서 주어를 생략하는 것은 강조하고 싶은 주체가 따
로 있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여기서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은 누구인가? 왜 아벨을
대신한 셋과 택하신 족속의 선조인 셈 모두가 투명 인간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하게 무시되
어야 했는가?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며 살았던 가인의 후예와는 달리 아벨, 셋, 셈은 모두 이름이 드러나지 않
는 삶을 살았다. 아벨은 이름 자체가 ‘없음’이라는 뜻인데 그 이름처럼이 세상에 와서 어떤 흔적도 남
기지 않고 죽었다. 그를 대신한 셋도 마찬가지다. 그가 한 일이라곤 이 땅에 에노스라는 아들을 남긴 일
밖에 없다. 셈은 어떤가? 셈은 자신의 이름만으로는 도무지 설명이 되지 않는 사람이다. 증손자 에벨과
동생 야벳으로 그를 설명하고 있으니 말이다. 심지어 아들들을 낳는 것도 모두 수동태로 처리하여 그
가 이 땅에서 자기 힘으로 한 일이라곤 아무 것도 없는 게 돼 버렸다. 철저하게 없음인 것이다.
아벨, 셋, 셈의 족보를 보면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신이 없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사도 바울이 좋은 예다. 그는 선택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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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족인 히브리인으로서의 특권, 바리새인으로서의 의로운 삶, 누구보다 강렬했던 하나님에 대한 열정
등을 모두 내려 놓았다. 그는 이렇게 간증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을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빌 3:7~9).
바울은 누구보다 내세울 게 많았던 사람이다.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는 그
리스도인은 거의 없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자신의 모든 배경을 배설물로 생각했다. 단지 겸손해서 그
런 것이 아니다. 그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자신은 아무런 존재도 아님을 알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
이 발견되는 것 외에는 그 무엇도 아무 의미가 없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
도만 존귀해지기를 원했다. 그는 없음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깨달은 사람이다.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만 얼굴을 들고 다
닐 수 있게 되었음을 깨달은 사람이다.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철저하게 자신이 없음이 되는 경험을
했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고백 하나를 더 들어 보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
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
전 15:10).
이 고백이 비단 사도 바울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할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이 세상에서 내세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당신이 한 일을 남들이 몰라줄 때 당신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당신은 말로만 아니라 실제로 없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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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벨은 누구인가?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10:21~32)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성경은 셈을 ‘에벨의 자녀들의 조상’으로 소개하고 있다. 셈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오히려 에벨이라는
이름을 더 부각시키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에벨에 대해 좀더 깊이 살펴보고 싶은 생각이 든다. 성경에
기록된 에벨의 계보를 보면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로 이어진다. 심심풀이로 각각의 이름이 지
니는 뜻을 하나로 이어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된다. 셈은 ‘이름’, ‘특별한 사람’, 또는 ‘거기(장소)’
라는 의미다. 아르박삿은 ‘갈대아의 주변인’ 또는 ‘그가 놓으리라’라는 뜻이고, 셀라는 ‘보내다’, ‘메신
저’라는 뜻이다. 그리고 에벨은 ‘다른 곳으로 건너가다’, ‘강을 건너 넘어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이를
한 문장으로 연결해 보면 ‘특별한 사람이 갈대아의 주변인으로 살다가 그곳에서 강 건너로 보내어진
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풀어놓고 보면 문득 한 사람이 떠오른다. 바로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은 갈대
아 우르에서 주변인으로 살다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다. 그냥 재미삼아 풀
어 본 이야기인데 그럴 듯 하다. 분명히 강조해 두건데 이것은 재미삼아 해 본 지극히 개인적인 언어 유
희일 뿐이니 이 말에 얽매이지 않기를 바란다. 참고로 에벨의 어근은 히브리의 어근과 동일하다. 히브
리어 알파벳이 자음으로만 구성된 언어이니 에벨은 곧 히브리다.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말로 히브리
인이라고도 하는데 이 말은 ‘건너온 자’란 뜻이다.
다시 에벨의 이야기를 해보자. 에벨은 아들 둘을 낳았다. 욕단과 벨렉이다. 10장은 욕단의 계보에 초점
을 맞추고 있고, 벨렉의 후손은 11 장 10절로부터 이어지는 셈의 족보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그런
데 25절에서는 특이한 기록이 나온다. 에벨의 아들 벨렉을 설명하면서 그의 이름이 지어진 이유를 이
렇게 설명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의 시대에 그 땅이 나뉘었습니다” (25 절 하반절).
사실 벨렉() ֶפלֶג이라는 이름이 ‘나뉘다’라는 뜻이다. 벨렉이 에벨의 아들이니 벨렉의 이름 또한 에벨이
지었을 것이다.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아들에게 이런 이름을 지어 주었을까? 참고로 큰 아들 욕단
의 이름은 ‘작은 자’ ‘중요하지 않은 자’ 라는 뜻이다. 벨렉의 시대에 땅이 나뉘어진 것에 대해 어떤 학자
는 당시에 큰 수로를 건설했을 거라는 주장을 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11장에 나오는 바벨을 건설
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흩으신 것을 의미한다고 추정하기도 한다. 개인적으로는 케네스 메튜스의 견
해에 동의하는데, 그는 당시에 땅이 나뉘어졌다는 것은 에벨로부터 욕단 가문과 벨렉 가문 둘로 나뉘
어졌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창세기는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에 대한 기록인 동시에 하나님의 선택에 대한 기록이다. 창세기의 대
부분은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들의 이야기다. 아브라함은 아들 둘이 있었다. 이스마엘이 맏
아들이고 이삭이 둘째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난 아들이다. 이삭을 낳기 전까지 아브
라함은 이스마엘을 자신의 후손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삭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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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셨고 아브라함이 100세 때 마침내 사라는 이삭을 낳았다. 그래서 마침내 맏아들 이스마엘과 둘째 이
삭이 나뉜다. 이삭은 아들 둘을 낳았다. 에서와 야곱이 그들이다. 둘은 쌍둥이였다. 리브가가 그들을 임
신했을때 하나님은 이미 둘째를 선택하셨다. 하지만 누가 둘째로 태어날지 이삭과 리브가는 전혀 몰
랐다. 이러한 예언을 알 도리가 없는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먼저 나오려고 다투다가 형 에서의 뒷다리
를 잡고 둘째로 태어났다. 이것이 야곱에게는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 이렇게 야곱과 에서도 결국 나
뉘게 된다.
참고로, 욕단의 아들들 중 한 사람 ‘예라’ ()י ַָּּרח를 주목해 보자. 그를 보면 욕단의 후예들이 누구인지 추
측해볼 수 있다. ‘예라’는 ‘달’ 또는 ‘달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아마도 이들은 아라비아 반도에 살면서
달을 신으로 섬겼던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도 아라비아 지방에서 탄생한 이슬람이 달을
그들의 상징물로 숭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러한 추론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다시 에벨의 이야기로 돌아가자. 만약, 추정한 바와 같이 에벨이라는 이름에서 아브라함이 연상되고,
에벨이 아들을 낳고 벨렉이라는 이름을 지었다면 아마도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
던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이 든다. 물론 성경의 모든 내용을 인간이 정확하게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하나
님이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 오신 내용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고 볼 때, 에벨의 두 아들에 대한 이야기
에 하나님의 직접적 개입이 있었으리라는 가정을 해보는 것이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에벨처럼 없음으로 살 뿐 아니라 히브리라는 말처럼 강을 건너온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강
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을 자신의 터전으로 주실 날을 소망하며 일생을 나그네로 살아갔던 아브라
함처럼 당신도 약속의 땅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될 날들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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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9:1~9)
(1 절) 온 세상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이 있었습니다. (ּודבָּ ִרים אֲחָּ ִדים
ְ )וַּיְ הִ י כָּל־הָּ אָּ ֶרץ שָּ פָּה אֶ ָּח֑ת
(2 절) 그들은 동쪽에서부터 이동할 때, ()וַּיְ הִ י בְ נ ְָּסעָּם ִמ ֶ ֑קדֶ ם
시날 땅의 평지를 발견하였고, 그곳에 거주하였습니다.()וַּיִ ְמצְ אּו בִ קְ עָּה בְ אֶ ֶרץ ִשנְ עָּר ַּוי ְֵׁשבּו שָּ ם
(3 절) 그들이 서로 말하였습니다. (ל־רעֵׁהּו
ֵׁ ֶֹּאמרּו ִאיש א
ְ ) ַּוי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고 그것을 단단하게 굽자. (נִש ְרפָּה לִ ְש ֵׁרפָּ ֑ה
ְ ְ)הָּ בָּ ה נִ לְ בְ נָּה לְ בֵׁ ֵ֔ ִנים ו
그들은 벽돌로 돌을 대신하였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습니다.
()ו ְַּתהִ י לָּהֶ ם הַּ לְ בֵׁ נָּה לְ ֵ֔ ָּאבֶ ן וְ הַּ חֵׁ ֵ֔ ָּמר הָּ יָּה לָּהֶ ם לַּחֹּ מֶ ר
(4 절) 그들이 말했습니다. (ֹּאמרּו
ְ ) ַּוי
자, 우리가 도시와 그 꼭대기가 하늘에 있는 탑을 건설하자.
(ּומגְ דָּ ל וְ ר ֹּאשֹו בַּ שָּ ֵ֔ ַּמיִ ם
ִ )הָּ בָּ ה נִ בְ נֶה־לָּנּו עִ יר
그래서 우리 이름을 날리자. (שם
֑ ֵׁ )וְ ַּנעֲשֶ ה־לָּנּו
우리가 온 땅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פֶן־נָּפּוץ עַּל־פְ נֵׁי כָּל־הָּ אָּ ֶרץ
(5 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자녀들이 건설한 그 도시와 그 탑을 보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 ַּוי ֵֶׁרד יְ ה ֵ֔ ָּוה לִ ְראֹּ ת אֶ ת־הָּ עִ יר וְ אֶ ת־הַּ ִמגְ ָּ ֑דל אֲשֶ ר בָּ נּו בְ נֵׁי הָּ אָּ דָּ ם
(6 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וי ֹּאמֶ ר יְ הוָּה
보라, 그들이 한 민족이고 그들 모두의 언어도 하나이다.
()הֵׁ ן עַּם אֶ חָּ ד וְ שָּ פָּה אַּ חַּ ת לְ ֻכ ֵָּ֔לם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들의 시작이다. ()וְ זֶה הַּ חִ לָּם ַּלע ֲ֑שֹות
이제 그들이 하려고 계획하는 모든 일을 그들로부터 막을 수 없을 것이다.
() וְ עַּתָּ ה ל ֹּא־יִ בָּ צֵׁ ר מֵׁ הֵֶ֔ ם כֹּ ל אֲשֶ ר ָּיזְמּו ַּלעֲשֹות
(7 절)
자, 우리가 내려가 그곳에서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자. (ָּתם
֑ ָּ )הָּ בָּ ה נ ְֵׁר ֵ֔ ָּדה וְ נָּבְ לָּה שָּ ם ְשפ
그러면 그들이 서로의 언어를 알아듣지 못할 것이다. ()אֲשֶ ר ל ֹּא יִ ְש ְמ ֵ֔עּו ִאיש ְשפַּת ֵׁרעֵׁהּו
(8 절)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 ַּו ָּיפֶץ יְ הוָּה אֹּ תָּ ם ִמשָּ ם עַּל־פְ נֵׁי כָּל־הָּ ָּ ֑א ֶרץ
그들은 도시 건설을 멈추었습니다. () ַּויַּחְ ְדלּו לִ בְ נֹּ ת הָּ עִ יר
(9 절)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습니다. ()עַּל־כֵׁן קָּ ָּרא ְשמָּ ּה בָּ ֵ֔ ֶבל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곳에서 온 땅의 언어를 뒤섞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כִ י־שָּ ם בָּ לַּל יְ הוָּה ְשפַּת כָּל־הָּ ָּ ֑א ֶרץ
그곳에서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온 땅에 흩으셨습니다. (ּומשָּ ם הֱפִ יצָּ ם יְ ה ֵ֔ ָּוה עַּל־פְ נֵׁי כָּל־הָּ אָּ ֶרץ
ִ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벨이라는 곳에서 인간들은 다시 한 번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다. 인류의 조상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
기 위해 선악과를 따 먹었다. 그는 적극적인 의도를 갖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은 아니지만 그의 마음에
는 이미 ‘하나님처럼’이라는 인간의 가치 챙기기가 또아리를 틀고 있었다. 가인은 동생을 죽임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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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무력화 하려 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사를 받았고 가인과 그의 제사
는 철저하게 무시하셨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것은 단순한
살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었다. 그는 추방당해 놋땅으로 갔고 거기서 도
시를 이루고 살았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인간의 능력에 기대어 살았다. 노아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
들이라고 하는 일련의 그룹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으며 하나님이 차마 보지 못할 정도로 죄악이
관영했다. 이 죄악을 없애는 유일한 길이 홍수로 모두 쓸어버리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을 정도였다. 인
간이 계속 죄를 지으며 죄에 머무르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다. 하나님이 앞에 계신다
고 생각하면 인간들이 어떻게 계속 죄악을 저지를 수 있겠는가?
하나님처럼 되어 선과 악을 알게 되기를 원했던 아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가인, 하나
님의 존재를 무시하며 살았던 노아 때의 인간들에게서 더 나아가 지금 이 시점에 이른 인간들은 스스
로 성과 탑을 쌓아 하늘에 이르러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 바벨을 건설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배
반을 넘어서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시도했다가 실패한 인간들의 이야기다.
역사는 계속 반복된다. 왜 인간들은 늘 넘어진 돌뿌리에 또다시 걸려 넘어지는 걸까? 아마도 망각이라
는 요상한 자기 방어 기제 때문일 것이다. 인간을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듯이 망각은 인간들에게 너무
도 자연스러운 것이다. 망각은 순기능도 있다. 망각이 있어야 생존할 수 있는 것이니까. 과거의 괴롭고
수치스런 체험들이 잊혀지지 않고 계속해서 생생하게 생각난다면 어찌 되겠는가? 트라우마를 안고
계속해서 그런 상태로 살아간다면 얼마나 끔찍하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부정적인 경험들은 망각되어
야 한다. 이런 망각은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긍정적인 자기 방어 기제다.
하지만 그렇다고 망각이 늘 순기능만 있는 것은 아니다. 살아가면서 절대로 망각해서는 안 되는 것들
도 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망각하면 그 자체로 재앙이다. 하나님의 경고는 늘 기억해
야 한다. 하지만 인간들은 그것조차 망각한다. 왜 그럴까? 아담의 실패는 아담 개인의 문제이지 가인
의 문제는 아니다. 가인은 간접적인 피해자일 뿐이다. 그리고 가인의 실패는 가인의 문제이지 그것 때
문에 그 많은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받은 것도 아니다. 같은 이유로 지금 바벨탑을 쌓으려는 사람들도
홍수 심판의 직접적 피해자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홍수 심판의 직접적 생존자도 아니
다. 그들은 단지 그 심판에서 구원된 자의 후손들일 뿐이다. 홍수 심판으로 구원받은 8명을 제외하고
는 당시에 이 땅에 살던 모든 자가 죽었다. 그들 중에 하나님의 은혜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남은
자는 단 한 사람도 없다. 오직 노아의 식구 8명만 하나님에 의해 안전하게 구원된 사람들이다. 그 후로
많은 세월이 흘렀다. 노아도 죽고 그의 세 아들도 죽었다. 이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생생하게 기억하
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바벨을 건설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그들에게 홍수 심판은 단지 전설
에 불과한 옛날 이야기가 돼 버렸다. 홍수 심판이 전설이 돼 버린 것처럼 하나님도 그들에게는 신화 속
에나 나오는 그저 그런 신처럼 잊혀져 갔다. 그들은 마침내 기억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렸다. 아마도
홍수 심판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지우기 위해 하나님마저 지워 버렸을 지도 모를 일이다. 그래서 바벨
을 건설하려 했던 그들의 시도는 그 누구도 제지할 수 없는 너무도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도전이었다.
인간은 이제 집단적으로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고자 했다. 바벨을 건설하려 했던 사람들이 이처
럼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를 높이려고 힘을 모을 수 있었던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언어였다.
그들은 통일된 하나의 언어를 쓰고 있었다. 게다가 마음까지 하나로 모아졌다. 언어와 의사의 통일은
짐짓 소통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멋진 이상을 구현할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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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마음이 맞는 이들끼리 같은 언어로 ‘한 목소리’를 내게 되면 점점 그들은 힘을 얻게 된다. 그래서 결
국에는 더 이상 누구도 반대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원시적 형태의 파시즘(Fascism)이 태동하게 된다. 파
시즘은 대동단결을 원한다. 어느 누구도 반대할 수 없다. 아무리 옳은 의견이라 할지라도 대동단결의
구호 아래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 조금이라도 다른 목소리를 내면 반동으로 몰린다. 그래
서 파시즘이 만연한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집단 최면에 걸린다. 그래서 자신들이 하는 모든 행동들은
늘 정당하다. 바벨을 지으려던 사람들이 바로 그랬다. 놀랍게도 성경은 누가 주동자인지 지목하지 않
고 있다. 그 말은 모든 사람들이 주모자고, 모든 사람이 한 뜻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앞장섰다는 말
이다.
우리는 이러한 파시즘적 사고로부터 안전한가?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
이고, 성경 말씀보다 자신이 따르는 목사에게 더 높은 권위를 두고 있는 분들도 있다. 입으로는 예수 그
리스도가 전부라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자신의 가치나 체면을 더 중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골라 듣고 십자가를 지라는 말은 뒷전으로 밀어둔다면 그 사람은 이미 바벨을 쌓고 있는 사
람들과 다를 바 없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이미 하나님이다. 이런 인간들은 스스로가
높아져야 직성이 풀린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겸손조차 교묘한 자기 높임의 수단이 된다. 스스로 겸손
한 체 하지만 내면에는 자기 자랑으로 가득하다. 그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상이다.
바벨 건설을 중단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인정하는 것이 쉬
운 일이라면 왜 아직도 교회 안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영광 챙기기에 그렇게 열중할까? 솔직히 말해 하
나님조차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가? 바벨을 건설하는 사람들은 그 옛
날 한 때 존재했었던 어리석은 사람들만이 아니다. 오늘날 이 순간에도 우리 중에 함께 있는 자들이다.
혹시라도 그리스도인이라 자처하는 우리들도 그들과 한 마음이 되어 같은 말을 하고 있지는 않는지 냉
철하게 자신을 돌아볼 일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떤 언어를 쓰고 있습니까? 자신의 가치를 드높이기 위해 사탕발림식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
은지요? 바벨을 건설하려는 우리 안의 또 다른 자아를 향해 당신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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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의 이름 시날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9:1~9)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벨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이 부분의 문학적 구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참고로 아래의
문학적 구조는 케네스 메튜스의 주석 The American Commentary, Genesis 1-11:26 (Vol. 1A) (1996)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A: “모든 땅에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말만 있음” (v.1)
B: “그곳에” (v. 2)
C: “서로” (v. 3)
D: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자” (v. 3)
E: “자, 우리가 건설하자” (v. 4)
F: “도시와 탑을” (v. 4)
G: “여호와께서 내려오심” (v. 5)
F: “도시와 탑을” (V. 5)
E: “사람이 건설하고 있는 것” (v. 5)
D: “자, 우리가 뒤섞자” (v. 7)
C: “서로” (v. 7)
B: “그곳으로부터” (v. 8)
A: “모든 땅의 의 언어” (v. 9)
이러한 문학적 구조에서 핵심 주제는 가운데 부분이다. 전체 스토리의 한 복판에 “여호와께서 내려오
심”이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다시 역사에 개입하시는 부분이다. 인간들은 늘 스스로의 존재를 높여
하늘에까지 이르려고 노력한다. 처음 네 개의 절은 인간들의 자기 노력이고, 후반부 네 개의 절은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제 본격적으로 바벨을 건설한 이야기를 살펴 보자. 인간들의 입이 하나로 모아졌다. 의견이 통일되
었고, 한 사람도 예외없이 모두가 바벨 건설에 동의했다. 바벨을 쌓기로 한 사람들은 원래 동쪽에 살았
는데 언제부터인가 동쪽으로부터 이동해 오다가 ‘시날’ ( ) ִשנְ עָּר평지를 만나 그곳에 거주한 자들이다.
‘시날’ () ִשנְ עָּר은 ‘성읍의 이빨’ (tooth of city)이라는 뜻이다. 모든 것을 부수어 흩어 버린다는 의미도 있다.
역사적으로 ‘시날’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또는 하나님 백성과 아주 밀접한 인연이 있는 단어다.
첫 번째 시날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관계가 있다. 그가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는 동방으로부터 온
연합군의 침공을 받는다. 소돔과 고모라는 주위의 성읍들과 힘을 합하여 그들을 막아보지만 역부족이
었다. 동방으로부터 온 연합군은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약탈해 갔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화를 당했었다. 이 때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한 연합군의 우두머리 격이 ‘시날’이었다.
11

두 번째, 잊혀진 이름 같았던 이 시날은 의외의 사건에서 또 다시 그 이름이 언급된다. 여호수아서 7장
21 절에서다. 가나안 땅의 관문이자 첫 점령 대상이었던 여리고 성을 제대로 된 싸움 한 번 하지 않고도
손쉽게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다. 그 기세로 밀고 나간다면 가나안 땅 전
체를 점령하는 건 누워서 떡먹기였다. 그런데 바로 이어진 아이성 공략에서 그 기세가 꺾이고 만다. 여
리고에 비하면 너무도 보잘것없는 아이성 공략에 실패하고 만 것이다. 그 원인은 바로 아간이라는 사
람의 범죄 때문이었다. 아간의 범죄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치명상을 입혔다. 아간은 여리고 성 공
략 중에 보았던 갖가지 재물에 눈이 어두워졌고 결국 아무도 모르게 그것을 슬쩍 뒤로 빼돌렸다. 하지
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눈을 속일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이스라
엘 공동체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이실직고 한다. 그런데 도대체 아간을 유혹하여 그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였다. 은과 금은 덤으로 가졌다.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한 시날이나 아간을 유혹한 시날은 세 번째로 언급할 시날에 비하면 애교에 불과할 뿐이다.
세 번째 시날은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바벨론 제국의 그 시날이다. 바벨론 제국의 시날은 악독하
고 교만하기 짝이 없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훼파했다. 그들은 유다왕 여
호야김을 사로잡고 하나님의 전에 있던 그릇들을 탈취해서 시날 땅 자기 신들의 보물 창고에 가져다
두었다. 엄밀히 말하면 유다왕 여호야김을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게 하고, 성전 그릇들을 탈취해 가도
록 한 장본인은 하나님이셨다. 그들은 남유다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찮은 신으로 여겼다. 그
도 그럴 것이 자신을 믿고 따르는 백성 하나 지키지 못해 그런 치욕스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한 신을 누
가 믿고 숭배하겠는가? 시날을 기반으로 한 바벨론 사람들은 성전의 그릇을 가져다 자기들의 신전에
둠으서써 하나님을 모욕하려 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이처럼 시날은 단지 베벨론 지역에 있는 어떤 평원의 이름이 아니다. 잊혀진 먼 과거의 이름도 아니다.
시날은 이름 그대로 믿는 자들을 향해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내며 다가온다. 때론 택한 백성을 공격하
는 대적자로, 때론 그들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하는 ‘달콤한 악의 속삭임’으로, 그리고 마침내는 하나
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려는 끝 모를 인간 욕망의 결정체로 늘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
지금 우리들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뭔가에 홀려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지는 않는
가? 입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이 땅에서의 영광과 번영을 추구한다면, 아마도
그 사람은 시날에 머물며 그곳에 바벨을 건설하고 있는 자인지도 모른다. 물론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
통스런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마음이야 항상 있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하지
만 타인의 마이너스를 통해 나의 플러스를 만드는 제로섬 게임이 만연하는 이 세상에서 자신만은 언
제나 플러스를 가지길 원한다면 어찌 그를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겠는가? 자기 자신을 최고로 여기
며, 다른 이들에게는 물론,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의 우월감을 뽐내는 그 모습 속에서 시날 땅을 파헤
쳐 거대한 탑을 쌓은 그들의 모습이 발견되지는 않는가?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있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시날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을 부수어 흩어버리려는 그 시날에 맞서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들과 한통속이되어 세상에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바벨성을 짓는 자입니까?

12

세상에서 이름을 날린다는 것(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9:1~9)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인간들은 명예를 추구한다. 누구나 꼭대기에 오르고 싶어 한다. 그래서 세상은 우열을 구분하고 귀천
을 가른다. 빈부를 나누고 강약으로 편가름하는 것을 당연시 여긴다. 그래야 자신의 가치를 드러낼 수
있으니 말이다. 그것이 인간의 속성이요, 세상의 생존 원리다. 차별과 편가름은 역사를 통해 이미 고착
화되어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 버렸다. 뼛속 깊이 박힌 인간의 DNA 가 되어 버린 것이다.
한 때 세계 각국은 마천루 경쟁을 벌인 적이 있다. 마천루 경쟁을 처음 시작한 것은 미국의 도시들이었
다. 특히 뉴욕과 시카고 두 도시가 경쟁적으로 높은 빌딩을 지었다. 뉴욕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시카고는 시어즈 빌딩을 지었다. 지난 2001 년 911 테러로 무너진 쌍둥이 빌딩인 세계 무역 센터도 뉴욕
에 있었다. 한동한 잠잠하는가 싶던 마천루 경쟁이 이제는 아시아로 번져왔다. 1988년에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프르의 페트로나스 쌍둥이 타워가 불을 지폈다. 이어 중국 상하이, 대만 타이페이, 홍콩 등 중
화 국가들끼리 서로 경쟁을 벌이나 싶더니 2009년에 두바이의 버즈 칼리파가 완공되자 세상의 모든
고층 빌딩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버즈 칼리파의 높이는 828미터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다는 중국
상하이 타워의 632 미터보다 무려 196 미터나 더 높다. 한 때 우리나라 초고층 빌딩의 상징이었던 63빌
딩의 높이가 249미터인데 그보다 무려 세 배 이상 높으니 도무지 가늠이 되질 않는다. 그런데 이 두바
이의 버즈칼리파도 그 권좌에서 내려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짓고 있는 킹덤
타워가 2018년에 완공된다니 말이다. 참고로 킹덤 타워의 높이는 1007미터라고 한다.
이처럼 인간들은 한없이 높이지려고 하고 그것을 힘의 상징처럼 여긴다. 한없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
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왜 이렇게 서로 높아지려고 할까? 왜 그것을 자신들의 힘이라고 생각할
까?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이렇게 외쳤다.
“자, 우리가 도시와 그 꼭대기가 하늘에 있는 탑을 건설하자. 그래서 이름을 날리자. 우리가 온땅에서
흩어지지 않도록…” (창 11:4).
첫째, 높아진다는 것은 이름을 내는 것이다. 이름은 히브리어로 셈 (שם
֑ ֵׁ )이다. 노아의 맏아들 셈과 발음
이 같다. 셈은 ‘장소’라는 의미도 있다. 바벨탑을 쌓음으로 인간들은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자신의 이름
을 알리려 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들은 자기 이름을 날리는 것을 너무 좋아한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
이름 석 자를 높이고 명예롭게 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름 앞에 수많은 타이틀을 붙인다. 명문 대학을 나
오면 학교 이름이 그 사람 이름 앞에 붙는다. 이미 알려진 부모나 남편의 이름을 앞에다 붙이기도 한다.
누구의 아들,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은 곧바로 그 사람의 사회의 지위를 결정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요즈음 금수저 논쟁이 한창이다. 이와는 반대로 스스로를 흙수저라 부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뿐 아
니라 부모의 이름까지 수치스럽게 여긴다. 사도 바울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다. 요즈
음은 자기 이름을 사랑하는 것이 수많은 악의 근원임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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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높아지기 위해서는 힘을 축적해야 한다. 이들은 바벨을 건설하면서 온 세상에 흩어짐을 면하고
자 했다. 자신들끼리 똘똘 뭉쳐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안간힘을 쓴 거다.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
을 받은 믿음의 조상들은 한 곳에 뭉쳐 산 게 아니라 떠돌이 삶을 면치 못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그
분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라면, 넓은 땅을 차지하고 수많은 노비들을 거느리며 왕처럼 부귀영화를 누
려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였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만 보더라도 그렇다. 그
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축복을 받은 자였음에도 한번도 자기 땅을 가진 적이 없었다. 그는 늘 ‘이방인’이
었다. 가나안 땅에서도, 잠시 애굽으로 갔을 때에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도 그는 늘 나그
네처럼 살았다.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는 장지를 마련하고자 막벨라굴과 그 앞에 있는 밭을 샀다. 값
을 받지 않겠다는 주인에게 억지로 돈을 지불하면서까지 말이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자기 소유로 삼
은 처음이자 마지막인 유일한 땅이었다. 하지만 그 땅은 아브라함의 삶의 터전이 아니라 죽은 자를 위
한 무덤이었다. 게다가 그는 한번도 그 땅에서 함께 살고 있던 사람들과 연합하여 자신의 세력을 형성
하지도 않았다. 다른 이들을 끌어 모아 자신의 세력을 넓혀 가며 자기 이름을 높이는 일은 시도조차 하
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일생을 산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요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올인하지 않는다. 이름을 남기기 위해 연연
해 하지도 않는다. 지나가다 하룻밤 머문 곳에 이름을 남긴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이름을 낸다는 것
은 그곳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남들보다 우위에 서고자 애쓰는 것을 의미한다. 나그네라면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 나그네는 자기가 머문 곳에 흔적을 남기는 법이 없다. 도시를 건설하지도, 탑을 쌓지도 않
는다. 세력을 키우는 것도 나그네에게는 전혀 관심 밖이다.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순례자라 부른
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다. 유감스럽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 자신을 정말로 순례자
라고 여기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 자신이 순례자요 나그네라는 의식이 없는 사람들은 십중
팔구 자기 이름 높이기에 집착하고 자기 성을 쌓는 일에 골몰하게 되어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그
런 욕망을 가지고 있다. 사회에서든 교회에서는 이름을 내려고 안달이 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생
각해 보라.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그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다. 당신은 정말 나그네
가 맞는가? 아직도 시날 땅에 거주하면서 자신만의 성을 쌓고 하늘 높이 탑을 건설하고 있지는 않은가?
교회조차 그들과 다를 바 없이 한통속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우리는 나그네가 아니라 바벨 건
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이거나 아니면 소극적으로 방관하는 자일 수 있다. 나그네 의식을 갖는
것은 평생을 훈련해 가야 할 힘들고 고단한 과정이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고단한 길로 걸어나오라
고 하신다.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름을 내고 세상에서 안락함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외
롭고 고단한 순례자의 길을 떠날 것인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무엇을 위해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의 이름을 내고 힘을 과시하며 사는 일에 힘을
쏟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나그네로 살아가고 싶은가요? 그
길이 고되고 힘들더라도 기꺼이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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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를 혼잡케 하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9:1~9)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인간들의 역사에 하나님이 다시 개입하신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건설한 그 도시와 탑을 보기 위해 내
려 오셨다. 하나님은 그들이 왜 그것을 지으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이미 파악하고 계셨다. 그들은 한 민
족에다 한 언어를 가졌기에 한 마음으로 뭉쳐 도시를 건설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실행에 옮겼
다. 일치단결된 그들은 불가능할 게 없어 보였다. 그들이 그러한 동기를 갖게 된 것도, 대동단결하여 자
신들만의 성을 쌓고 탑을 건설하게 된 계기도 모두가 그들이 하나의 민족, 하나의 언어를 가졌기 때문
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중단시키고자 했다. 이 일을 중단시키는 방법은 아주 간단
했다. 그들의 언어를 뒤섞어 놓으면 된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게 만들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말(히브리어로 ‘다바르’())דָּבָּר은 건드리지 않고 그들의 입술 (또는 혀)을 건드려 서로 다르게 움직이게
만들었다. 입술 또는 혀는 히브리어로 ‘사파’()שָּ פָּה다. 같은 말을 하는데 입술의 움직임과 혀 놀림이 전
혀 다르게 되면 같은 단어라도 전혀 다른 발음이 난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벽돌이라고 외치는데 혀의
움직임과 입술이 엉뚱하게 움직이면 절대 그 발음이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발성 기관을 흩
트려 놓는 방법으로 이들의 일을 중단시키셨다.
인간들은 더 이상 성을 쌓을 수 없어서 그 일을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자신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언
어 소통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일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겠는가? 그
들에게 바벨이라는 닉네임이 생긴 것도 그때부터다.
바벨은 혼돈이다. 바벨은 여러 내용물이 한 그릇에 쏟아 부어져 있는 것을 상징한다. 각각 따로 떨어져
있을 때에는 분명하게 구분되지만 한 곳에 쏟아 붓고 흔들어 대면 서로 섞여서 뭐가 뭔지 모르게 된다.
그래서 바벨은 한마디로 잡탕이다. 여러 가지가 뒤섞여 엉망인 상태나 모양을 잡탕이라 한다. 잡탕밥
도 있고, 잡탕말도 있다. 잡탕말은 여러 가지 외국어가 뒤섞여 언어의 민족적 순수성을 잃고 혼란해진
말을 말한다. 하나님은 세상의 언어를 잡탕으로 만드셨다. 서로가 의사 소통이 불가능하도록 만드셨
다는 말이다.
입술이라는 의미의 히브리어 ‘사파’()שָּ פָּה에 대응하는 헬라어는 ‘글로싸’(γλῶσσα)다. 혀라는 뜻이다. 아
마도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말이 입술의 놀림에 따라 달라진다고 생각했고, 헬라인들은 혀의 놀림에 따
라 달라진다고 생각한 모양이다. 신약에서 흔히 말하는 방언이 바로 이 ‘글로싸’에서 유래했다. 원래 방
언이라는 말의 사전적 정의는 다른 언어라는 뜻이다. 다른 종족들이 쓰는 언어,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방
언이라 한다. 이는 성경이나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구상에 왜 이렇게 다양한 언어가 존재하
고 있는지 그 기원과 이유를 설명해 주는 부분이 바로 바벨 사건이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지 않는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언어를 다시 통일하는 것
도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하나님은 오순절 성령 세례와 동시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를 상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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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보여주셨다. 오순절날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각 사람에
게 성령이 임했다. 성경은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행 2:4).
‘다른 언어들로’의 헬라어 원어는 ‘헤테라이스 글로싸이스’ (ἑτέραις γλώσσαις)다. 굳이 정확하게 번역하
자면 ‘다른 혀로’다. 지금까지 혀를 움직이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성령님이 혀를 움직이게
하셨다. 이 사건은 오순절을 기념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사도행전은
이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그 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
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에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
이 어찌됨이냐” (행 2:5~8).
바벨 사건으로 인한 언어의 혼잡은 오순절 성령님이 오심으로 다시 회복되었다. 바벨의 흩으심은 수
천년의 세월을 지나 오순절에 이르러서 하나가 되었다. 신약에서의 방언은 더 이상 혼잡이 아니라 질
서를 바로잡는 일이다. 인간들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나의 입술, 하나의 언어를 무기 삼아 하나님을
대적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입술을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의 교만을 치시고 그들을 낮추셨다. 오
랜 세월을 지나 이제 그들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 바벨의 저주를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
도다. 그 안에서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완성될 때 비로소 바벨의 혼돈은 사라지고 질서가 회복된다. 사
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한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분이시니 이와 같
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
나요 하나님도 한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
시도다 ” (엡 4:3~6).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 혼돈의 세상 바벨에서 각기 흩어져 살던 우리를 그리
스도 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 또한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도록 하
셨다. 정말 바벨의 저주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가?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되게 하
신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 인간은 스스로 높아질 수 없다. 혼돈의 세상 바벨을 건설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겸손하게 주를 따를 때 비로소 우리의 가치가 발휘된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살고 있
는가? 바벨인가 아니면 그리스도 안인가? 아직도 여전히 남들보다 더 높아지기 위해 발뒷꿈치를 들어
올리며 바둥대고 있지는 않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신약 성경이 말하는 방언은 단지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혼돈을 바로잡는 질서의 소리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회복의 소리임을 깨달았나요? 당신은 그 혀로 무엇을 말하고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내려 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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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의 후손들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11:20~26
)אֵׁ לֶה תֹולְ דֹּ ת שֵֵׁ֔ ם( (10 절) 이것은 셈의 족보입니다.
셈은 100 세가 되고, 홍수 2년 뒤에 아르박삿을 낳았습니다.
שד ְשנָּתַּ יִ ם אַּ חַּ ר הַּ מַּ בּול(
ן־מאַּ ת שָּ ֵָּ֔נה וַּיֹולֶד אֶ ת־אַּ ְרפַּכְ ָּ ֑
) שֵׁ ם בֶ ְ
(11 절) 셈은 아르박삿을 낳은 후 500 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 וַּיְ חִ י־שֵׁ ם אַּ ח ֲֵׁרי הֹולִ ידֹו אֶ ת־אַּ ְרפַּכְ שֵָּ֔ ד חֲמֵׁ ש מֵׁ אֹות שָּ נָּ ֑ה וַּיֹולֶד בָּ נִ ים ּובָּ נֹות(
(12 절) 아르박삿은 35 년을 살았을 때 셀라를 낳았습니다.
ֹלשים שָּ נָּ ֑ה וַּיֹולֶד אֶ ת־שָּ לַּח(
ּוש ִ
)וְ אַּ ְרפַּכְ שַּ ד חֵַּ֔ י חָּ מֵׁ ש ְ
(13 절) 아르박삿은 셀라를 낳은 후 403 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 וַּיְ חִ י אַּ ְרפַּכְ שַּ ד אַּ ח ֲֵׁרי הֹולִ ידֹו אֶ ת־שֵֶ֔ לַּח שָּ ֹלש שָּ ֵ֔ ִנים וְ אַּ ְרבַּ ע מֵׁ אֹות שָּ נָּ ֑ה וַּיֹולֶד בָּ נִ ים ּובָּ נֹות(
ֹלשים שָּ נָּ ֑ה וַּיֹולֶד אֶ ת־עֵׁבֶ ר( (14 절) 셀라는 30 년을 살았을 때 에벨을 낳았습니다.
)וְ שֶ לַּח חַּ י ְש ִ
(15 절) 셀라는 에벨을 낳은 후 403 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 וַּיְ חִ י־שֶ לַּח אַּ ח ֲֵׁרי הֹולִ ידֹו אֶ ת־ ֵֵׁ֔עבֶ ר שָּ ֹלש שָּ ֵ֔ ִנים וְ אַּ ְרבַּ ע מֵׁ אֹות שָּ נָּ ֑ה וַּיֹולֶד בָּ נִ ים ּובָּ נֹות(
ֹלשים שָּ נָּ ֑ה וַּיֹולֶד אֶ ת־ ָּפלֶג( (16 절) 에벨은 34 년을 살았을 때 벨렉을 낳았습니다.
ּוש ִ
)וַּיְ חִ י־עֵׁבֶ ר אַּ ְרבַּ ע ְ
(17 절) 에벨은 벨렉을 낳은 후 430 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לשים שָּ ֵָּ֔נה וְ אַּ ְרבַּ ע מֵׁ אֹות שָּ נָּ ֑ה ַּויֹולֶד בָּ נִ ים ּובָּ נֹות(
) וַּיְ חִ י־עֵׁבֶ ר אַּ ח ֲֵׁרי הֹולִ ידֹו אֶ ת־ ֵֶ֔פלֶג ְש ִ
ת־רעּו( (18 절) 벨렉은 30 년을 살았을 때 르우를 낳았습니다.
ֹלשים שָּ נָּ ֑ה וַּיֹולֶד אֶ ְ
)וַּיְ חִ י־ ֶפלֶג ְש ִ
(19 절) 벨렉은 르우를 낳은 후 209 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ת־ר ֵ֔עּו תֵׁ שַּ ע שָּ נִ ים ּומָּ אתַּ יִ ם שָּ נָּ ֑ה וַּיֹולֶד בָּ נִ ים ּובָּ נֹות(
) וַּיְ חִ י־ ֶפלֶג אַּ ח ֲֵׁרי הֹולִ ידֹו אֶ ְ
ת־שרּוג( (20 절) 르우는 32 년을 살았을 때 스룩을 낳았습니다.
ֹלשים שָּ נָּ ֑ה וַּיֹולֶד אֶ ְ
ּוש ִ
)וַּיְ חִ י ְר ֵ֔עּו ְשתַּ יִ ם ְ
(21 절) 르우는 스룩을 낳은 후 207 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ת־ש ֵ֔רּוג שֶ בַּ ע שָּ נִ ים ּומָּ אתַּ יִם שָּ נָּ ֑ה וַּיֹולֶד בָּ נִ ים ּובָּ נֹות(
) וַּיְ חִ י ְרעּו אַּ ח ֲֵׁרי הֹולִ ידֹו אֶ ְ
ֹלשים שָּ נָּ ֑ה וַּיֹולֶד אֶ ת־נָּחֹור( (22 절) 스룩은 30 년을 살았을 때 나홀을 낳았습니다.
)וַּיְ חִ י ְשרּוג ְש ִ
(23 절) 스룩은 나홀을 낳은 후 200 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 וַּיְ חִ י ְשרּוג אַּ ח ֲֵׁרי הֹולִ ידֹו אֶ ת־נָּחֹור מָּ אתַּ יִ ם שָּ נָּ ֑ה וַּיֹולֶד בָּ נִ ים ּובָּ נֹות(
ֶש ִרים שָּ נָּ ֑ה וַּיֹולֶד אֶ ת־תָּ ַּרח( (24 절) 나홀은 29 년을 살았을 때 데라를 낳았습니다.
) וַּיְ חִ י נ ֵָּ֔חֹור תֵׁ שַּ ע וְ ע ְ
(25 절) 나홀은 데라를 낳은 후 119 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습니다.
ּומאַּ ת שָּ נָּ ֑ה וַּיֹולֶד בָּ נִ ים ּובָּ נֹות(
ת־ת ַּרח ְתשַּ ע־ע ְֶש ֵׁרה שָּ נָּה ְ
) וַּיְ חִ י נָּחֹור אַּ ח ֲֵׁרי הֹולִ ידֹו אֶ ֵ֔ ֶ
(26 절) 데라는 70 년을 살았을 때 아브람, 나홀, 하란을 낳았습니다.
) וַּיְ חִ י־תֶ ַּרח ִשבְ עִ ים שָּ נָּ ֑ה וַּיֹולֶד אֶ ת־אַּ בְ ָּ ֵ֔רם אֶ ת־נָּחֹור וְ אֶ ת־הָּ ָּרן(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성경은 다시 셈의 족보를 언급한다. 셈의 족보는 이미 10장에서 언급한 바가 있다 (10:21~31참조). 그런
데 10장과 11장의 족보를 상세히 읽으면 서로 다른 점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히브리어에 ‘톨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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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תֹולְ דֹּת라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말로는 계보, 족보라고 번역된다. 10장 1절은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톨레토드”라고 말해 노아의 세아들 모두를 포괄하는 족보를 기록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셈의 족보만을 별도로 기록하였다. 이 외에도 10 장에서 셈의 아들들은 엘람과 앗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10:23). 그런데 11장에는 오직 아르박삿만 기록하고 있다. 셈은 홍수 2
년 뒤인 그의 나이 100 세가 되었을 때 아르박삿을 낳았다. 그 후 500년을 살며 아들들과 딸들을 낳았다.
그게 전부다. 나머지 네 아들 엘람, 앗수르, 룻, 아람의 이름이 없다. 그들은 단지 아들들이라는 한 단어
에 전부 포함되었다. 그들의 이름은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 왜 성경은 아르박삿이라는 단 하나의
아들에만 주목하고 있는 걸까?
아르박삿만 그런 것이 아니다. 아르박삿의 아들 중에서도 오직 셀라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아르
박삿이 35 세에 셀라를 낳고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그런데 나머지 자녀들은 이름조차 알 수
없다. 아들이 몇 명인지 딸이 몇 명인지 알 도리가 없다. 성경은 다른 이들의 이름은 전혀 기록하지 않았
다. 오직 셀라만 그 이름을 족보에 올렸을 뿐이다. 에벨의 아들도 마찬가지다. 앞에서 우리는 에벨이 욕
단과 벨렉을 낳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10장에서는 욕단의 후손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11장에서는 에벨의 둘째 아들 욕단에 관해서는 전혀 기록이 없다.
11 장의 족보에서는 왜 특별히 아들들 중에 단 한사람의 이름만 주목하고 있을까? 우리는 그 이유를 26
절에서 찾을 수 있다. 26절에는 데라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름
이 눈에 띈다. 바로 아브람이다. 성경은 셈의 족보라고 적고 있지만 사실상 아브람의 조상들의 족보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람을 선택해 부르셨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아브라함의 직계 조상
들 이름이 나열된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등의 순서
로 하나씩 선택해 왔다는 말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브람을 선택했기 때문에 11장에 기록된 셈의
족보가 10장의 기록과 달라진 것이다.
사실 따지고 보면 아브라함도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로 발탁될만한 어떤 근거도 없다. 다른 조상들처
럼 잘난 것 없는 없음 그 자체였다. (아브람은 그의 나이 아흔 아홉에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개명해 주셨다 (창 17:5)). 만약 예수님이 그의 족보를 따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아브
라함의 이름 역시나 아무런 흔적없이 기록도 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
스도 안에서만 의미를 지니게 된다는 것을 11장에 적힌 셈의 족보가 말해주고 있다.
모든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로 귀결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마리아는 이미 요셉과 정혼한 상태였다. 요셉은 다윗 왕의 후손이었으나 촌구석에서 이름없는 목수로
살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훗날 다윗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들의 계보를 통
해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렇게 시작된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다.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구길래 하나님이 그를 선택하셨을까? 아브라
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창세기 11장에 그의 조상들의 이름도 덩달아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
한 대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른 사
람보다 더 잘 감당해 낼 수 있을 만한 뛰어난 자질을 아브라함이 갖고 있었다는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다. 언젠가 온누리 교회를 담임하셨던 고 하용조 목사님이 창세기 설교를 하시면서 똑같은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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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신 적이 있다. “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 이 질문에 대해 하목사님은 이렇게 답을 제시하셨다.
“그냥!”
가장 적절한 대답이라 생각된다. 성경 어디에서도 마땅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지
아니한가? 하나님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나를 구원하셨을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해 당
신이 스스로에게서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찾아 내었다면 당신은 아마도 구원받은 사람이 아닐 지도 모
른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모태 신앙도 합당한 조건이 될 수 없다. 정성껏 헌금하
는 것도,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봉사를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설령 자기 스스로 그 이유를 발견한다해도 그것은 한낱 인간의 얕은 생각일 뿐이다. 하나님은 당신을
조건없이 ‘그냥’ 사랑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을 ‘그냥’ 선택했듯이… 그래서 셈으로부터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아브라함 뒤에 이어지는 모든 후손들의 이름이 ‘그냥 덩달아’ 기록된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조건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으
로 말미암아 그분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의 이름이 의미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당신이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거나 특별해서일까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당신의 이름은 흔적도 발견될 수 없음을 인정하십니까? 이제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기로 작정했나요? 당신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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