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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의 전환점에 선 리브가 (주일)
오늘의 본문 (창 24:22~25)
(22 절)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난 후에 ()וַיְ הִ י ַכאֲשֶׁ ר כִ ּלּו הַ גְ מַ ּלִ ים לִ ְש ּ֔תֹות
그 사람은 0.5 세겔 되는 금 코걸이와 10 세겔 되는 손목고리 2개를 그녀의 손에 주었습니다.
(ידים עַל־י ּ֔ ֶָׁדיהָ עֲשָ ָרה זָהָ ב ִמ ְשקָ לָם
ִ ּושנֵי צְ ִמ
ְ )וַיִ קַ ח הָ ִאיש ֶׁנזֶׁם זָהָּ֔ ב בֶׁ קַ ע ִמ ְשקָ ל֑ ֹו
(23절) 그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네가 누구의 딸이냐? (ת־מי ּ֔ ַא ְת
ִ ַ)ב
내가 하루 밤을 머물 수 있는 곳이 네 아버지의 집에 있는지 나에게 알려 달라.
(ידי נָא ִ ֑לי ֲהיֵש בֵ ית־אָ בִ יְך מָ קֹום לָנּו לָלִ ין
ִ ִ)הַ ג
(24 절)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 ַות ֹּאמֶׁ ר אֵ ָּ֔ליו
저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브두엘의 딸입니다.
(ן־מלְ כָה אֲשֶׁ ר יָלְ דָ ה לְ נָחֹור
ִ ֶׁ)בַ ת־בְ תּואֵ ל אָ ֑ ֹּנכִ י ב
(25 절)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 ַות ֹּאמֶׁ ר אֵ ָּ֔ליו
우리에게 충분한 짚과 사료가 있고, 또한 하룻밤을 머물 곳도 있습니다.
(ַם־מ ְסּפֹוא ַרב עִ ָ ֑מנּו גַם־מָ קֹום לָלּון
ִ )גַם־תֶׁ בֶׁ ן ג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리브가는 부지런히 물을 길어 날랐다. 종은 묵묵히 리브가를 지켜보고 있었다. 낙타들이 모두 물을 마
시고 나자 드디어 리브가는 할 일이 끝났다. 아니 아브라함의 종의 기다림이 끝났다고 하는 게 맞는 표
현일 것이다. 종은 신부에게 주려고 준비해 온 반 세겔의 금 코걸이와 10세겔 되는 손목고리 두 개를
그녀에게 주었다. 종이 리브가에게 묻는다. “네가 누구의 딸이냐? 네가 하루 밤을 머물 수 있는 곳이 네
아버지 집에 있는지 나에게 알려 달라.” 리브가는 자신을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브두엘의 딸”
이라고 소개했다.
종은 다소 성급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녀에게 예물을 주었다. 그가 리브가에게 준 예물은 단순한
호의의 표시가 아니라 약혼 증표의 일종이다. 그것을 받은 여인은 약혼녀가 되는 것이고, 조만간 신랑
이 와서 그를 데리고 갈 거라는 뜻이다. 당시의 결혼 풍습에 따르면 신랑이 맘에 드는 신붓집을 찾아
가 신부에게 약혼 예물을 주고 신부의 부모에게 지참금을 지급함으로써 약혼이 성립된다. 예비 신랑
은 약혼을 하고 하룻밤을 신붓집에 머문 후 그 다음날 자기 집으로 돌아간다. 후에 신랑은 신부를 위
한 처소를 마련한 후 다시 신붓집으로 가서 신부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옴으로써 결혼이 성사된다. 따
라서 약혼은 사실상의 결혼과 마찬가지 효력을 지닌다. 신랑이 피혼을 요구하지 않는한 신부는 어떤
사유로도 결혼을 취소할 수 없다. 이미 결혼할 나이가 다 된 리브가도 이 정도는 상식으로잘 알고 있
었을 것이다. 따라서 우물가에 낙타와 함께 쉬고 있던 한 남자가 자신에게 코걸이와 손목고리를 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결코 몰랐을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사양도 하지 않고 덥석 받았다.
물론 리브가가 그 종을 자신의 배우자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남자가 자신이 누구인지 밝히
지는 않았어도 그가 예비 신랑의 대리자 자격으로 온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했음에 틀림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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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뜻 약혼예물을 받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말했다. “우리에게 충분한 짚과 사료가 있고, 또
한 하룻밤을 머물 곳도 있습니다. 리브가는 이미 그를 영접하여 자신의 집으로 받아들이기로 작정했
다. 이제 부모의 허락만 떨어지면 혼인이 성사될 것이다. 리브가가 물을 길으러 물동이를 지고 집을 나
올 때만 하더라도 결혼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다. 그저 얼른 물이나 길어 와서 저녁 밥을 지을 요량
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 전혀 생각지도 않은 일이 벌어졌다. 그녀의 손에는 혼인 예물이 쥐어져 있
고, 자신을 신랑의 집으로 인도할 아브라함의 종이 그녀와 함께 하고 있다.
우리네 삶도 그렇다. 많은 이들이 스스로 인생을 계획하면서 그 계획대로 삶이 흘러 가길 기대한다. 특
히나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 사람들은 현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라며 산다. 반
대로 현실이 너무 힘들어 한시라도 빨리 벗어나고 싶은 이들은 어떻게든 상황을 바꾸기 위해 안간힘
을 쓴다. 하지만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 볼 수 없는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면 상황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다. 현실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에게 평지풍파가 일어날 수도 있고, 안간힘을 써
도 해결되지 않던 일들이 신기할 정도로 술술 풀려 나가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 그것이 인생이다.
리브가는 집을 나설 때와 집으로 돌아갈 때 전혀 다른 꿈을 꾸었을 것이다. 집을 나설 때에는 집안 식
구들을 위한 맛있는 저녁 요리에 온통 신경을 쏟았을 것이다. 어쩌면 음식 재료와 레시피에 관해 고민
하지는 않았을까? 그리고 자신이 정성껏 요리한 음식을 식구들이 맛있게 먹으며 즐거운 얘기로 하루
를 마감하는 행복한 꿈을 꾸며 우물가로 오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생각들이 모두 사라지
고 자신에게 예물을 보낸 신랑이 어떤 사람일지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았을까? 도대체 어디 사
는 누구길래 잘 알지도 못하는 자기한테 이런 약혼 예물을 주는 걸까? 오만 가지 생각들이 그의 머리
속을 채웠을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중차대한 결혼이라는 문제를 앞 둔 리브가는 얼마나 설레었을까?
리브가의 인생에 펼쳐진 드라마 같은 이 장면을 보며 우리 모두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는 것이 어떨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가 남자든 여자든 모두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의 어느 시점에선가 예수님이 주시는 약혼 예물을 받고 설렜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감히 단언하건
데 그 일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감동적인 사건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 신부로 점찍어
두셨고, 혼인 예물로 성령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주셨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사느
라 하나님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 한 번 못 하고 살던 그때에, 어느 날 문득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 오셨
다. 아무런 기대도, 준비도 하고 있지 않던 우리에게 엄청난 예물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라는 처소까지
준비해 두셨다. 이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신부로서의 자격을 따지자면 우리는 그 무엇도 내세울
게 없다. 그런 우리를 신부로 부르셨을 때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꿈도 달라지고 세계관
도 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사건은 그 무엇보다도 중차대한 일생일대의
사건인 것이다. 과연 당신은 삶에서 그것을 경험했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에게는 언제, 어느 상황에서 예수님이 찾아 오셨습니까? 그분이 찾아 오셔서 당신에게 무엇을 예
물로 주셨나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초대받았을 때 어떤 심정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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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4:26~30)
(26 절)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וַיִקֹּ ד הָ ִּ֔איש וַיִ ְשתַ חּו לַיהוָה
(27 절) 그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בָ רּוְך יְ הוָ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אֱֹלהֵ י אֲדֹּ נִ י אַ בְ ָרהָּ֔ ם
내 주인에게 그의 자비와 그의 성실하심을 끊지 않으신 [여호와를],
()אֲשֶׁ ר ל ֹּא־ ָעזַב חַ ְסּדֹו ַוא ֲִמתֹו מֵ עִ ם אֲדֹּ ִנ֑י
여호와께서 나를 길에서 인도하여 내 주인 형제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אָ נֹּ כִ י בַ ּדֶׁ ֶׁרְך ָנחַ נִ י יְ ה ּ֔ ָוה בֵ ית אֲחֵ י אֲדֹּ נִ י
(28 절) 그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들을 그녀의 어머니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 וַתָ ָרץ הַ ַנע ָ ֲּ֔ר וַתַ גֵד לְ בֵ ית ִא ָ ֑מּה כ ְַּדבָ ִרים הָ אֵ ּלֶׁה
(29 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라반이었습니다. (ּושמֹו ל ָָב֑ן
ְ )ּולְ ִרבְ קָ ה אָ ח
라반은 우물에 있는 그 사람에게 달려 나갔습니다. () ַוי ָָרץ לָבָ ן אֶׁ ל־הָ ִאיש הַ חּוצָ ה אֶׁ ל־הָ עָיִ ן
(30 절)
라반이 그의 여동생 손의 코걸이와 손목고리를 봤을 때,
() וַיְ הִ י כִ ְראֹּ ת אֶׁ ת־הַ ֶׁנזֶׁם וְ אֶׁ ת־הַ צְ ִמ ִדים עַל־יְ דֵ י אֲחֹּ תֹו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여동생 리브가의
말을 들었을 때, (ה־דבֶׁ ר אֵ לַי הָ ִ ֑איש
ִ ֹּת־ּדבְ ֵרי ִרבְ קָ ה אֲחֹּ תֹו ֵלאמֹּּ֔ ר כ
ִ ֶׁ)ּוכְ שָ ְמעֹו א
라반은 그 사람에게 갔고, 그 때 그 사람은 우물가 낙타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 ַו ָיב ֹּא אֶׁ ל־הָ ִּ֔איש וְ הִ נֵה עֹּ מֵ ד עַל־הַ גְ מַ ּלִ ים עַל־הָ עָיִ ן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의 눈앞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일이 놀랍고 신기하기까지 했을 것이다. 그가 상
상하며 기도한 그대로 일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한 치의 오차도 없었다. 마치 잘 짜여진 각본대로 일
사천리로 일이 진행되는 것 같았다. 그런 의미에서 그의 기도는 리허설이나 다름 없었다. 예상했던 것
보다 너무 싱겁게 끝났다고 생각될 정도다.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집을 나서는 순간부터 그는 수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앞서 그가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처럼, 신랑이 아닌 늙은 대리인에 불과한 자기 말
만 믿고 선뜻 신부로 따라 나선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이 일은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신
다면 절대로 성사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의 고민은 단지 기우에 불과했다. 리브가는 무언가에 홀
린 듯 종이 기도한 그대로 일을 척척 해냈고, 약혼의 증표도 아무런 고민없이 덥석 받았다. 그리고는
선뜻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주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종은 머리를 숙이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주인에게 그의 자비와 그의 성실하심을 끊지 않으신 여호와를 찬양
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길에서 인도하여 내 주인 형제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창 2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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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은 여호와 하나님의 성품을 ‘자비’ ‘성실하심’ ‘길의 인도자’로 묘사한다. 종은 나이가 많고 늙었다.
아마도 어릴 적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했기 때문인지 그는 누구보다 아브라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아브라함을 보필하면서 그의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여호와의 손길을 직접 목격했다. 그
는 하나님에 대해 막연한 지식만 갖고 있었던 게 아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실제로 역사하신 하나
님을 경험했으니 그 역시도 하나님을 믿을 수 밖에 없었다. 특히 불임이고 아이를 낳을 소망이 없던 여
주인 사라의 태를 열어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아브라
함이 가는 곳마다 그를 보호하셔서 나그네요 이방인인 그를 도리어 가나안 원주민들이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처럼 하나님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후손을 주
시고, 객관적으로 열등한 위치에 있는 아브라함을 우월한 존재로 만드신 분이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
자신이 기도했던 그대로 역사하시는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그 자신도 하나님의 성실함과 자비를 체
험했음은 물론이고, 자신이 가는 길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번 일을 통해 얼마나 절
절히 체험했겠는가? 솔로몬은 잠언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 16:9).
인간은 자신의 인생을 설계할 자유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고 그대로 이루어지
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런데 모든 일이 자신의 뜻하고 계획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때론 원
치 않는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원치 않는 상황에 빠지기도 한다. 그렇기에 위의 잠언 말씀
을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
나님의 뜻대로 가게 돼 있다는 뜻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의미
로 해석된다. 인간의 삶은 자기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작정하고 이끄시
면 누구든지 그 길로 갈 수 밖에 없다.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리고 그 아브라
함의 삶을 평생 목격하고 살아 온 종은 그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놀랄 수 밖에 없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은 하나님이 이삭의 신부를 예비해 두셨다는데 대한 감사함도 있지만 보다 더 근본적
이고 절대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다. 언제나 그래왔듯이 하나님은 반
드시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분임을 이번 일로 또 다시 체험한 것이다.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가족들에게 말했다. 그녀에게는 오빠
가 한 명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라반이다. 라반은 동생에게 일어난 일의 자초지종을 들었다. 그리고 그
녀의 손에 들려 있는 금코걸이와 손목고리를 보았다. 라반은 자기 여동생에게 매우 중대한 일이 일어
났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다름아닌 약혼의 증표이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자기 동생 리
브가를 신부로 맞이하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인지 궁금했다. 라반은 마음이 급해져서 동생의 이야기
를 더는 듣고 있을 수가 없었다. 그는 우물가로 달려갔다. 여기서 ‘달려갔다’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루
스’ ()רוץ다. 저자는 여기에서 이 단어를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다. 루스라는 동사는 창세기에 총 10 번
나오는데 그 중에 우물가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에서만 4 번(17, 20, 28, 29 절)이나 쓰였다. 종이 리브가
에게 ‘달려갔’고, 리브가가 낙타들에게 먹일 물을 긷기 위해 우물로 ‘달려갔’으며, 리브가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알리기 위해 가족들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이번에는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만나기
위해 우물로 ‘달려갔다’. 이 단어가 쓰인 상황을 보면 모든 일이 매우 급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참고로 루스의 영어식 표현은 러쉬(rush)다. ) 성경을 보면 평화롭고 한가하던 나홀의 성이 갑자기
분주해졌다. 여러 사람들이 이리저리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잔산하던 호수에 큰 파도가 일어난 것
처럼 말이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일 때문에 모든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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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마음이 분주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바로 리브가를 언약의 자손을 낳을 이삭의 신부로 데리고 오는
일이었다.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면 갑자기 삶이 분주해진다. 무언가 중요
한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때론 바쁘고 복잡해 보이기까지 한다. 쳇바퀴 돌리 듯 익숙한 삶을 살다가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갑자기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낯설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 낯섬 속에 우리를 향
한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그렇기에 삶 속에서 익숙한 일상의 것이 무너지고 예기치 않았던 새로운 사
건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새로운 사건이 우
리들 시각으로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전혀 상관없다. 그 사건 자체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고 계시다는 것에 주목하기 바란다. 이날 저녁에 일어난 일
이 그랬다. 늘 그러했듯이 해질 녘 물을 길으러 우물가로 갔던 리브가는 이 일로 그의 인생 행로가 완
전히 바뀌게 되었다. 당신의 삶에도 그런 날이 있었는가? 그때가 언제였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의 삶에도 예기치 않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 있었나요? 그 일이 당신의 인생 행로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었습니까? 그 과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셨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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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종입니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4:31~49)
(31 절) 그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들어오십시오.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여, ()בֹוא בְ רּוְך יְ הוָ ֑ה
왜 밖에 서 계십니까? ()לָמָ ה תַ עֲמֹּ ד בַ ּ֔חּוץ
제가 방과 낙타를 위한 곳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יתי הַ ּ֔ ַביִ ת ּומָ קֹום לַגְ מַ ּלִ ים
ִ ִ)וְ אָ נֹּ כִ י ּפִ נ
(32 절) 그 사람이 라반의 집으로 들어갔고, 그 낙타들의 짐을 내렸습니다.
() ַו ָיב ֹּא הָ ִאיש הַ ּ֔ ַביְ תָ ה וַיְ פַתַ ח הַ גְ מַ ִ ּ֑לים
라반은 낙타들에게 짚과 사료를 주었고, (ּומ ְסּפֹוא לַגְ מַ ּלִּ֔ ים
ִ )וַיִ תֵ ן תֶׁ בֶׁ ן
그의 발과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었습니다.
()ּומַ יִ ם לִ ְרחֹּ ץ ַרגְ ָּ֔ליו וְ ַרגְ לֵי הָ ֲאנ ִָשים אֲשֶׁ ר ִאתֹו
(33 절) 라반은 그 사람 앞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וַיִ ישֶׁ ם לְ ָפנָיו ֶׁלא ּ֔ ֱֹּכ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내가 나의 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을 것입니다. (ם־ּדבַ ְר ִתי ְּדבָ ָ ֑רי
ִ )ל ֹּא אֹּ ַּ֔כל עַד ִא
라반이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말씀하십시오. ()ּדַ בֵ ר
(34 절)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אמר
֑ ַ ) ַוי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עֶׁבֶׁ ד אַ בְ ָרהָ ם אָ נֹּ כִ י
(35 절)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큰 복을 주셨고, 그래서 그는 매우 부유해졌습니다.
()וַיהוָה בֵ ַרְך אֶׁ ת־אֲדֹּ נִ י ְמאֹּ ד וַיִ גְ ָ ּ֑דל
여호와께서 그에게 양과 소, 은과 금,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ושפָחֹּּ֔ ת ּוגְ מַ ּלִ ים ַוחֲמֹּ ִרים
ְ )וַיִ תֶׁ ן־לֹו צ ֹּאן ּובָ קָ ר וְ כֶׁסֶׁ ף וְ זָהָּ֔ ב ַועֲבָ ִדם
(36 절)
내 주인의 아내 사라는 늙은 나이에 내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 וַתֵ לֶׁד שָ ָרה אֵ שֶׁ ת אֲדֹּ נִ י בֵ ן לַאדֹּ ּ֔ ִני אַ ח ֲֵרי זִקְ נ ָ ָ֑תּה
내 주인은 그의 아들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וַיִ תֶׁ ן־ּלֹו אֶׁ ת־כָל־אֲשֶׁ ר־לֹו
(37절)
내 주인이 나와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 ַוי ְַשבִ עֵנִ י אֲדֹּ נִ י לֵאמֹּ֑ ר
너는 내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א־תקַ ח ִאשָ ה לִ בְ ּ֔ ִני ִמבְ נֹות הַ כְ ַנע ּ֔ ֲִני אֲשֶׁ ר אָ נֹּ כִ י יֹּ שֵ ב בְ אַ ְרצֹו
ִ )ל
(38 절)
대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
(־מ ְשּפַחְ ִ ֑תי וְ לָקַ חְ תָ ִאשָ ה לִ בְ נִי
ִ ) ִאם־ל ֹּא אֶׁ ל־בֵ ית־אָ בִ י תֵ לְֵך וְ אֶׁ ל
(39 절)
나는 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וָאֹּ מַ ר אֶׁ ל־אֲדֹּ ִנ֑י
만약에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אלַי ל ֹּא־תֵ לְֵך הָ ִאשָ ה אַ ח ֲָרי
(40 절)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 לָ ֑י
내가 나아갈 때 내 앞에 계신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너의
여정이 성공하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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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יְ הוָה אֲשֶׁ ר־הִ ְתהַ ּלַכְ ִתי לְ ָפנָיו יִ ְשלַח מַ לְ אָ כֹו ִאתָ ְך וְ הִ צְ לִ יחַ ּדַ ְר ֶּׁ֔כָך(
내 족속 중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
ּומבֵ ית אָ בִ י(
)וְ לָקַ חְ תָ ִאשָ ה לִ בְ ּ֔ ִני ִמ ִמ ְשּפַחְ ִתי ִ
)אָ ז ִתנָקֶׁ ה מֵ אָ ל ּ֔ ִָתי( 너는 나의 맹세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ל־מ ְשּפַחְ ִ ֑תי( 네가 내 족속에게 갔을 때,
)כִ י תָ בֹוא אֶׁ ִ
)וְ ִאם־ל ֹּא יִ ְתנּו ָּ֔לְך(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주지 않더라도
)וְ הָ יִ יתָ נָקִ י מֵ אָ ל ִָתי( 너는 나의 맹세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다.
)וָאָ ב ֹּא הַ יֹום אֶׁ ל־הָ עָ ֑יִ ן וָאֹּ מַ ר( 오늘 내가 이 우물에 왔고, 말했습니다.
)יְ הוָה אֱֹלהֵ י אֲדֹּ נִ י אַ בְ ָרהָּ֔ ם(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제가 가는 여정이 성공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 ִאם־י ְֶׁשָך־נָא מַ צְ לִ יחַ ּדַ ְר ּ֔ ִכי אֲשֶׁ ר אָ נֹּ כִ י הֹּ לְֵך ָעלֶׁיהָ (
)הִ נֵה אָ נֹּ כִ י נִ צָ ב עַל־עֵין הַ ָ ֑מיִם( 보세요. 저는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젊은 여자가 물을 길으러 나올 때 제가 그녀에게 말할 것입니다.
) וְ הָ יָה הָ עַלְ מָ ה הַ יֹּ צֵ את לִ ְשאֹּּ֔ ב וְ אָ מַ ְר ִתי אֵ ֶּׁ֔ליהָ (
)הַ ְשקִ ינִ י־נָא ְמעַט־מַ יִ ם ִמכַּדֵ ְך(네 물동이의 물을 조금 마시도록 허락하라.
)וְ אָ ְמ ָרה אֵ לַי( 그 때 그녀가 제게 말할 것입니다.
마시세요, 그리고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גַם־אַ תָ ה ְש ּ֔ ֵתה וְ גַם לִ גְ מַ ּלֶׁיָך אֶׁ ְש ָ ֑אב(
(그렇다면) 그녀는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해 여호와께서 정하신 여자가 될
)הִ וא הָ ִאשָּ֔ ה אֲשֶׁ ר־הֹּ כִ יחַ יְ הוָה לְ בֶׁ ן־אֲדֹּ נִי( 것입니다.
)אֲנִ י טֶׁ ֶׁרם ֲא ַכּלֶׁה לְ דַ בֵ ר אֶׁ ל־לִ בִ י( (그런데) 내가 마음 속으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그녀의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물을 길으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ל־שכְ ּ֔ ָמּה(
)וְ הִ נֵה ִרבְ קָ ה יֹּ צֵ את וְ כַּדָ ּה ע ִ
)וַתֵ ֶׁרד הָ עַיְ נָה ו ִַת ְש ָ ֑אב( 그녀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길었습니다.
)וָאֹּ מַ ר אֵ לֶׁיהָ ( 내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הַ ְשקִ ינִ י נָא( 내가 마시기를 허락하라.
그녀는 급하게 그녀의 물동이를 그녀에게서 내리고 말했습니다.
ַתֹורד כַּדָ ּה מֵ ָע ֶּׁ֔ליהָ ַות ֹּאמֶׁ ר(
)ו ְַתמַ הֵ ר ו ֶׁ
마시세요. 또한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 ְש ּ֔ ֵתה וְ גַם־גְ מַ ּלֶׁיָך אַ ְש ֶׁ ֑קה(
그래서 내가 마셨고, 또한 그녀가 그 낙타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וָאֵ ְש ְת וְ גַם הַ גְ מַ ּלִ ים הִ ְשקָ תָ ה(
)וָאֶׁ ְשאַ ל אֹּ תָ ּה וָאֹּ מַ ר( 나는 그녀에게 물으며 말했습니다.
ת־מי אַ ְת( ?너는 누구의 딸이냐
)בַ ִ
) ַות ֹּאמֶׁ ר( 그녀가 말했습니다.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나홀의 아들 브두엘의 딸입니다.
)בַ ת־בְ תּואֵ ל בֶׁ ן־נ ָּ֔חֹור אֲשֶׁ ר יָלְ דָ ה־ּלֹו ִמלְ כָ ֑ה(
나는 그녀의 코에 코걸이를 그녀의 손에 손목고리를 걸었습니다.
ידים עַל־יָדֶׁ יהָ (
)וָאָ ִשם הַ ֶׁנזֶׁם עַל־אַ ָּּ֔פּה וְ הַ צְ ִמ ִ
)וָאֶׁ קֹּ ד וָאֶׁ ְשתַ ֲחוֶׁה לַיהוָ ֑ה( 나는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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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절

)(42 절

)(43 절

)(44 절

)(45 절

)(46 절

)(47 절

)(48 절

(49 절)

나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 ָואֲבָ ֵרְך אֶׁ ת־יְ הוָה אֱֹלהֵ י אֲדֹּ נִ י אַ בְ ָרהָּ֔ ם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 내 주인 형제의 딸을 택하도록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여호와를), (ֱמת לָקַ חַ ת אֶׁ ת־בַ ת־אֲחִ י אֲדֹּ נִ י לִ בְ נֹו
ֶׁ ּ֔ )אֲשֶׁ ר הִ נְ חַ נִ י בְ דֶׁ ֶׁרְך א
이제 당신들의 자비로움과 신실함으로 나의 주인에게 행하려 한다면,
() וְ עַתָ ה ִאם־י ְֶׁשכֶׁם עֹּ ִשים חֶׁ סֶׁ ד ֶׁואֱמֶׁ ת אֶׁ ת־אֲדֹּ נִי
나에게 말하십시오. ()הַ גִ ידּו ִ ֑לי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וְ ִאם־ל ֹּא
나에게 말하십시오. ()הַ גִ ידּו לִּ֔ י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행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ל־שמ ֹּאל
ְ )וְ אֶׁ פְ נֶׁה עַל־י ִָמין אֹו ע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집으로 안내했다. 라반은 그가 리브가의 신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그에게 신랑에 준하는 대우를 하고 있다. 아마도 라반은 큰 할아버지 아
브라함이 왜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게 되었는지 할아버지 나홀에게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지금
그 옛날 고향을 떠난 큰 할아버지가 보낸 종이 그의 집을 찾아 왔다. 그것도 아들의 신붓감을 구하기
위해서 말이다. 지금 그 종이 자기 여동생 리브가를 약속의 자녀 이삭의 신부로 택했고 리브가는 약혼
예물까지 받아 놓은 상태다. 그는 종을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라고 불렀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라는
신의 부름을 받아 고향을 떠났다는 이야기는 고향에서 전설처럼 전해 내려왔을 것이다.
라반은 종을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라고 불렀다. 주인인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것
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셈이다. 라반이 아브라함의 삶에 대해 상세히 다 알고 있을 리 만무하다. 사실
아브라함의 삶은 이 세상의 복과는 별로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 아들 이삭을 손녀 뻘인 리브가에게 장
가 보내려 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남들은 손자를 볼 늦은 나이에 달랑 아들 하나를 둔 셈이니 세상적
인 기준으로도 복을 받은 자라고 볼 수는 없을 듯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라반의 입술을 통
해 아브라함을 ‘복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어떠하든 그런 건 전혀 상관없다. 성
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그 자체가 복이다.
라반은 이미 종을 위한 처소를 깨끗하게 청소해 두었다. 종뿐만 아니다. 낙타가 머물 장소 또한 깨끗
하게 정리했다. 종과 낙타가 묵을 장소를 깨끗이 마련해 두었다는 것은 이미 혼인을 허락하겠다는 의
사를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는 라반의 집으로 들어갔고 낙타에 실린 짐들을 내렸다. 그러는 동
안 라반은 긴 여행에 지친 낙타들에게 먹이를 주었다. 그리고 그 종과 그와 함께 온 사람들에게 발 씻
을 물도 떠다 주었다. 라반은 정성스럽게 음식을 차렸다. 이제 약혼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났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종은 식사를 미루었다. 종은 무엇보다 자신이 이곳에 온 목적을 확실히 해 두는 게
매우 중요했다. 아무리 긴 여행에 지치고 힘들다고 주린 배부터 채우는 건 아니다 싶었다. 먼저 할 말
이 있으며 그 말을 하기 전까지는 식사를 하지 않겠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어떻게 들으면 대접하는 측
의 호의를 무시하는 행동일 수도 있을 텐데 말이다. 도대체 무엇이 그리 중요하기에 식사까지 미루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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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은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라고 말한다. 자신은 신랑도 아니고, 신랑의 아버지도 아니며, 그렇
다고 그 집안의 명망있는 사람도 아니다. 그는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한다. 자신은 주인이 보내서 온
종으로 어떠한 의사 결정권도 없으며 단지 주인의 일을 대신 하고 있는 자라는 것이다. 여기서 어떤 이
는 종의 겸손을 배워야 한다고도 하는데 종이 겸손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기 때문
에 그렇게 말한 것이다. 그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종이 자기를 종이라고 소개하는데 겸손이 웬 말인가?
사도 바울은 주옥같은 서신인 로마서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소개한다.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 (δοῦλος)다. 둘로스는 그야말로 종 중에서도 제일 천한 종이다. 당시에 둘로스는 ‘살
아 있는 재산’ 취급을 받았다. 인격도 없고 자신의 의견도 없이, 그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이
성적으로 생각할 자격도 없고 일의 효율을 따져서도 안 된다. 그것이 종의 정체성이다. 히브리어로 종
은 ‘에베드’ ()עֶׁ ֶ֥בֶׁד다. 에베드는 일하는 자이다. 땀 흘려 땅을 파고 농사를 짓는 자가 에베드다. 에베드는
일만 할 뿐 그 일의 결과는 늘 주인의 몫이다. 그 성과물에 참여할 자격조차 부여되지 않는다. 종은 단
지 시키는 대로 일하는 자일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사백 년을 ‘에베드’로 살았다. 그들
은 죽도록 일만 했지만 그 성과물은 항상 파라오의 것이었다.
그래서 종과 겸손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단어다. 어떤 경우에도 종에게 겸손이라는 말을 쓰면 안된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을 나와 세상에서의 성공을 보장받은 사람이 그것을
포기하고 대신 아프리카 오지의 선교사로 가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로 칭송 받는다. 게다가 그런 칭
송에도 자신을 낮추면 겸손함까지 갖추었다고 추켜 세운다. 그런데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사람이 어
느 날 조용히 선교를 떠나면 별로 관심도 갖지 않는다. 어떤 이들은 할 일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고 폄
하하기까지 한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다. 앞서 든 예처럼 하버드를 나와 소위 세상에서 출세를 한 사
람이 모든 것을 내려 놓았다고 가정해 보자. 사실 그것은 내려 놓음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다.
복음을 알고 나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것도 아니며 단
지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임을 깨닫게 된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다. 진정한 존재의 자각이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 한 것은 그가 이제는 자신의 의지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지
대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말이다. 우리는 어떤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
날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
은가?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여겨 기도라는 미명하게 그분을
종처럼 부리고 있지는 않은가?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다.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자녀이지
만,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
로 인해 죄인인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고, 자격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는 우리 차
례다. 우리는 주의 명을 받아 그 명령대로 행하는 종으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지위만 누
리려는 것은 어린 아이 신앙에 불과하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정체성을 깨닫게 되는 그때에
야 비로소 진정한 성도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그것이 고난의 길이라도…과연 당신은 누구인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의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당신 자신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
스도의 종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 사실이 당신에게 기쁨이 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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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의 간증”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24:31~49)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자신을 ‘아브라함의 종’이라 소개한 늙은 종은 자신이 그곳에 와서 이렇게 이들과 마주 앉게 된 경위
를 상세하게 설명하기 시작한다. 그는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의 현재 거취부터 설명하기 시작한다. 아
브라함은 원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살던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어느 날 잘 살고 있던 고향을 등지고
먼 땅 가나안으로 떠났다. 상상컨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갑자기 이것저것 주변정리
를 하기 시작했을 것이다. 어느날 여호와라는 신으로부터 고향을 떠나라는 명령을 들었다고 하면서
말이다. 아마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아브라함은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아
브라함은 떠났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전설로 남게 되었다. 라반은 자신의 큰 할아버지 아브라
함이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했을 수도 있다. 종은 그들이 그렇게도 궁금해 하는 아브라함에 대해 이렇
게 간단하게 이야기 했다.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큰 복을 주셨고, 그래서 그는 매우 부유해졌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양
과 소, 은과 금,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창 24:35).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야반도주 하듯 고향을 떠난 아브라함이 바로 그 여호와의 도움으로 부유하
게 되었다고 말한다. 많은 분들은 이 구절을 일반화 하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아브라함처럼 부유하
게 된다고 믿으며 우리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이
는 잘못된 말이다. 우리는 결코 아브라함의 부를 절대적인 것으로 여겨서도 안 되고 모든 그리스도인
들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해서도 안 된다. 사실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메소포타미아에서 계
속 살았다면 나홀의 도시처럼, 아브라함의 도시를 만들어 더 부유한 삶을 살았을 수도 있다. 따라서 하
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려는 것이 아님은 더더욱 명백해진 셈이다.
종이 두 번째로 언급한 것은 사라와 이삭이다. 그가 그들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이렇다.
“내 주인의 아내 사라는 늙은 나이에 내 주인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내 주인은 그의 아들에게 그
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창 24:36).
종의 증언에서 주목해야 할 사람은 이삭이 아니라 사라다. 사라가 아닌 사래였을 때 그녀는 남편 아
브람을 따라 고향을 떠나왔다. 데라의 아들들 중 하란과 나홀은 다 아이가 있었는데 유독 아브람에게
만 아이가 없었다. 그 아내 사래가 불임 여인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사래가 조선 시대의 여인이었다면
철거지악에 해당되어 쫓겨날 수도 있었다. 그 사래가 사라가 되고, 드디어 아이를 낳았다. 그것도 경
수가 끊어진 늙은 나이에 말이다. 종의 이 증언은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나홀의 후손들에게는
충격이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는 말은 오히려 받아들이기 쉬웠을 것이다. 아브라함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부자가 되었다면 자신들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부자가 된 셈이니 말이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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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들은 자신들만의 성을 쌓고 잘 살고 있었으니 부자가 된 아브라함이나 그들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
하지만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말은 전혀 다르다. 아마도 머리를 둔기로 맞은 것 같은 충격이었을 것
이다. 사라가 아이를 낳은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것이야말로 오직 여호와만
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에 대해 간단하게 이야기한 종은 자신이 그곳에 오게 된 이유를 상세하게 설
명한다. 그의 이야기의 골자는 이 모든 일을 기획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불임인데다 늙어 소
망이 끊긴 사라에게 아들 이삭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도 하나님이라
고 했다. 그의 이야기는 매우 구체적일 뿐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가감없이 진실되게 말하고 있다. 그
의 결론은 이것이다. 만약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이끄신 분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뜻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면, 이 혼인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혼인이라고 역설하고 있는 것이다. 라반
을 비롯한 모인 모든 사람들도 종의 이야기를 그렇게 들었을 것이다.
요즘은 갈수록 하나님을 믿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예수님만이 진리라는 것을 전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방법이 있다. 바로 자신이 하나
님께로 어떻게 인도되었으며 죄인이었던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는지를 가감없이
진실하게 설명하기만 하면 된다. 자신의 삶을 통해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소개하기 위해 화려한 언변
술이나 높은 수준의 지식, 또는 오랜 신앙 경력이 필요하지 않다. 죄인이었던 자신이 어떻게 구원 받
아 의인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셔서 자기를 십자가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도록 하셨는지를 설명하기만 하면 된다. 그것이 전도다. 그 외에 것은 하나님
이 알아서 하실 일이다. 종이 라반과 그의 가족 앞에서 설명한 내용을 읽으면서 우리도 어떻게 내 삶
에 역사하신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것인지 그에 대한 지혜와 통찰력을 얻기를 바란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한 적이 있나요? 그 이야기를 전
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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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준비한 예복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24:50~60)
(50 절)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אמ ּ֔רּו
ְ ) ַו ַיעַן לָבָ ן ּובְ תּואֵ ל ַוי
이 일은 여호와로 부터 나왔습니다. ()מֵ יְ הוָה יָצָ א הַ ּדָ ָב֑ר
우리는 당신에게 좋고 나쁨을 말할 수 없습니다. ()ל ֹּא נּוכַל ּדַ בֵ ר אֵ לֶׁיָך ַרע אֹו־טֹוב
(51 절)
보십시오. 당신 앞에 있는 리브가를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ה־רבְ קָ ה לְ ָפנֶׁיָך קַ ח וָלֵ ְ֑ך
ִ )הִ נ
그녀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ותהִ י ִאשָ ה לְ בֶׁ ן־אֲדֹּ ֶּׁ֔ניָך ַכאֲשֶׁ ר ִּדבֶׁ ר יְ הוָה
ְ )
(52 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했습니다.
(ַיִשתַ חּו אַ ְרצָ ה לַיהוָה
ְ יה֑ם ו
ֶׁ ת־ּדבְ ֵר
ִ ֶׁ)וַיְ הִ י ַכאֲשֶׁ ר שָ מַ ע עֶׁבֶׁ ד אַ בְ ָרהָ ם א
(53 절) 그 종은 은과 금으로 된 장신구와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었습니다.
()וַיֹוצֵ א הָ עֶׁבֶׁ ד כְ לֵי־כֶׁסֶׁ ף ּוכְ לֵי זָהָ ב ּובְ ג ִָּ֔דים וַיִ תֵ ן לְ ִרבְ ָ ֑קה
그녀의 오라버니와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었습니다. (ּומגְ ּדָ ֹּּ֔נת נָתַ ן לְ אָ חִ יהָ ּולְ ִאמָ ּה
ִ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종의 간증이 끝났다. 리브가의 오빠 라반과 아버지 브두엘은 그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했다. 리브가
의 혼인은 누가 보아도 인간의 일이 아니었다. 65년전 아브라함을 불러냈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일
을 행하고 있는 주체임을 그들 모두가 알게 되었다. 그 하나님이 리브가를 이삭의 신부로 택하셨고 그
일로 아브라함의 종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들은 종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이 일은 여호와로부터 나왔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좋고 나쁨을 말할 수 없습니다. 보십시오. 당신
앞에 있는 리브가를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
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창 24:50~51).
“이 일은 여호와로부터 나왔다.” 에서 ‘일’은 히브리어로 ‘다바르’()ּדָ בָ ר다. 여기서는 다바르를 일로 번
역했지만 많은 경우 ‘말씀’으로도 번역된다. 이 상황에서는 둘 다로 번역 가능하다. 지금까지 종이 한
말 전부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도 되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혼인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는 뜻도 된다.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잘 모르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을 이 순간 인정하고 있는 것
이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불임인 사라를 통해 아들을 낳게 하
신 전능하신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뿐 아니다. 종이 이삭의 신붓감을 구하러 오는 과정 중에 일
어난 모든 일은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 오직 여호와의 신실하심으로만 가능
하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 일을 추진하시는데 하찮은 인간들이 무슨 토를 달 수 있겠는가?
이제 이삭의 신붓감은 리브가로 결정되었다. 이 혼인에서 기획자도 하나님이시고 일하시는 주체도
하나님이시다. 인간들은 잘 짜여진 각본대로 열심히 연기만 한 셈이다. 대를 이어 언약의 자녀를 낳
게 될 리브가와 이삭의 혼인을 위한 모든 일이 마무리 되어간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을 확
인한 종은 이제 이 혼인을 확약하고 증거할 마지막 예물을 꺼낸다. 그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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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가에게 주었다. 은금 패물은 혼인예물이고, 옷은 이삭의 신부가 되었다는 증거물이다. 신부는 친정
집에서 입었던 옷을 벗고 신랑이 준비해 둔 옷으로 갈아 입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옷은 리브가가 더
이상 이집에 속한 자가 아니라 신랑에게 속한 자임을 확인시켜주는 특별한 증표이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세상이 주는 옷을 입고 산다. 어떤 사람들은
도덕적인 옷을 즐겨 입고, 어떤 이들은 명예의 옷을 입고자 노력하며, 어떤 이들은 부와 사치의 옷을
입고 뽐내고 싶어 한다. 그와는 달리 어떤 이들은 도덕적으로 수치스런 낙인이 찍힌 옷을 입고 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가난이라는 누더기 옷을 입고 살아가기도 한다. 이 세상의 옷은 그 자체로 인간들
을 빈부와 귀천, 강자와 약자로 나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세상의 옷들을 벗어야 한다. 누더기 옷과 죄인이라는 낙인이 찍힌 옷을 벗어 던져야 한다. 뿐만 아니
라 아무리 멋져보이고 남들에게칭송을 받는 옷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신부가 되
기 위해서는 다 벗어버려야 한다. 그리고 예수님이 준비하신 정결한 옷으로 갈아입어야 신랑을 맞이
할 수 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이 스스로 의복을 준비하려 하고, 또 스스로 준비한 옷을 더럽히지 않
으려고 무던히도 애를 쓴다. 그런 애씀은 그런대로 이 세상에서는 멋져 보이고 존경스럽게 보이기도
하겠지만 예수님 앞에 서면 그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가 주신 옷을 입은 자만이 하나
님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이렇게 선언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
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
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이니라” (갈 3:26~29).
리브가는 이삭과 합하기 위해 친정에서 입고 살던 옷을 벗고 이삭이 준비해준 옷으로 갈아 입어야 했
다. 그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입고 있던 옷을 벗고 그리스도로 옷 입
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 위해 세상의 지위나 명예나 부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얼마나 의롭게 살고 근검절약하며 살았는지, 열심히 노력해서 얼마나 높
은 지위에 올랐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어떤 옷을 입
고 있는지만 보신다. 간혹 교회에서까지 자신의 세상적인 지위나 자기가 쌓아온 의를 자랑하는 분들
이 있다. 그럴 때마다 세상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는 이들은 감히 사람들 앞에 나설 엄
두도 못낸다. 게다가 세상에서 실수하고 넘어져 더럽혀진 채로 나온 사람들은 늘 승리하며 온전한 삶
을 살아가노라고 당당하게 간증하는 분들 앞에서 주눅이 들게 마련이다. 아마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
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다. 교회는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용서받는
곳이고, 거지 나사로와 식탁에 함께 앉아 만찬을 나누는 곳이며, 세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의롭다 여김
을 받는 곳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베다니 문둥병자 시몬의 집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진 것이 아
닌가?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해 당신을 받아주신다. 하나님의 가
족이 되는 기준은 인간의 도덕적 잣대가 아니다. 그 기준은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냐 아니냐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리스도의 옷 위에 세상의 옷을 함
께 걸쳐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왜 당신은 세상이 주는 옷에 집착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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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숙한 것으로부터의 과감한 결별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24:54~60)
(54 절) 종과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하룻밤을 머물렀습니다.
() ַוי ֹּאכְ לּו וַיִ ְשתּו הּוא וְ הָ ֲאנ ִָשים אֲשֶׁ ר־עִ מֹו ַוי ִ ָ֑לינּו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 ַויָקּומּו בַ ּ֔ ֹּבקֶׁ ר ַוי ֹּאמֶׁ ר
나를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שַ ּלְ חֻנִ י לַאדֹּ נִי
(55 절) 그녀의 오라버니와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 חִ יהָ וְ ִא ּ֔ ָמּה
그 소녀가 우리와 함께 며칠 또는 10일을 머물도록 허락하십시오. 그후에 그녀가 갈
것입니다. () תֵ שֵ ב הַ ַנע ֲָר ִאתָ נּו י ִָמים אֹו ע ָ֑שֹור אַ חַ ר תֵ לְֵך
(56절) 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לֵהֶׁ ם
나를 방해하여 늦게 하지 마십시오. (ל־תאַ חֲרּו אֹּ ּ֔ ִתי
ְ ַ)א
여호와께서 나의 여정이 성공하도록 하셨습니다. ()וַיהוָה הִ צְ לִ יחַ ּדַ ְר ִ ֑כי
나를 보내십시오. ()שַ ּלְ חּונִי
내가 나의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וְ אֵ לְ כָה לַאדֹּ נִ י
(57 절) 그들이 말했습니다. (ֹּאמרּו
ְ ) ַוי
우리가 그 소녀를 불러서 그녀에게 물읍시다. ( ָ)נִ קְ ָרא ַל ַנע ָ ֲ֑ר וְ נִ ְש ֲאלָה אֶׁ ת־ּפִ יה
(58 절)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 ָֹּאמרּו אֵ ֶּׁ֔ליה
ְ )וַיִקְ ְראּו לְ ִרבְ קָ ה ַוי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הֲתֵ לְ כִ י עִ ם־הָ ִאיש הַ זֶׁ ֑ה
그녀가 말했습니다. () ַות ֹּאמֶׁ ר
저는 가겠습니다. ()אֵ לְֵך
(59 절) 그래서 그들은 그 누이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들과 함께 보냈습
니다. (ת־רבְ קָ ה אֲחֹּ תָ ם וְ אֶׁ ת־מֵ נִ קְ ָ ֑תּה וְ אֶׁ ת־עֶׁבֶׁ ד אַ בְ ָרהָ ם וְ אֶׁ ת־ ֲאנָשָ יו
ִ ֶׁ) וַיְ שַ ּלְ חּו א
(60 절) 그들이 리브가를 축복하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אמרּו ָּ֔לּה
ְ ת־רבְ קָ ה ַוי
ִ ֶׁ)וַיְ בָ רֲ כּו א
우리 누이여, 너는 수천만이 되기를, ()אֲחֹּ תֵ נּו אַ ְת הֲיִי לְ אַ לְ פֵי ְרבָ ָב֑ה
너의 자손이 너를 증오하는 자들의 성문을 차지하기를, (ירש ז ְַר ֵּ֔עְך אֵ ת שַ עַר שֹּנְ אָ יו
ַ ִ)וְ י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모든 일이 순조롭게 끝났다. 아브라함의 종과 그와 함께 온 사람들은 융숭한 대접을 받고 하룻밤을 신
붓집에 머물렀다. 오랜만에 편안하게 단잠을 잤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도 자기 전에 지금까지 행하신
모든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을 것이다. 어떻게 이 모든 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될 수 있단 말인가? 분명 그들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떠올리며 행복해 했으리라.
아침이 되었다. 종은 서둘러 집을 떠나고자 했다. 혼인이 성사된 지 겨우 하룻밤이 지났을 뿐이다. 불
과 어제 저녁 무렵만 하더라도 리브가는 물론 그녀의 가족 모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리브가는 늘 하던대로 저녁 준비를 위해 물을 길으러 우물가로 갔다. 그리고 종을 만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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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리브가의 집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마음의 준비도 계획도 없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다. 그
런데 날이 밝자마자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겠다고 한다.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과
어머니는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잠시라도 더 사랑하는 리브가와 함께 하기를 원했다.
“그 소녀가 우리와 함께 며칠 또는 10일을 머물도록 허락하십시오. 그후에 그녀가 갈 것입니다.”
그러나 종은 완강했다. 그는 일말의 여지를 주려 하지 않았다. 그의 대답은 너무도 사무적이고 냉정하
며 다소 비정하기까지 하다.
“나를 방해하여 늦게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나의 여정이 성공하도록 하셨습니다. 나를 보내십시
오. 내가 나의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종은 “나를 방해하여 늦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말한다. 히브리어로 ‘알 –트아하루 오티’라는 말은 매
우 강력하고 거칠기까지한 표현이다. 절대로 양보할 수 없으니 더이상 방해하지 말라는 뜻이다. 종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예수님을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막아서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말투처럼 단호하게 말하고 있다. 이미 정해진 일이기에 더 이상 지
체할 수 없으니 더 이상 타협하려 들지 말라는 말이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차분하고 공손하며, 진솔한
간증을 했던 그 종이 맞나 싶을 정도다. 마치 뒷간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사람처럼 보인다. 그
러나 종이 이렇게 하는데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인간적으로야 백번이고 신부측 요구를 들어 줄 수
있고 또 그러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 일은 종이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종의 말을 들은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니는 더 이상 타협의 여지가 없음을 확인했다. 그래도 그들은 얼
마간이라도 리브가와 함께하고 싶어 꾀를 내었다. 신부인 리브가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것이다. 적어
도 리브가라면 집에 며칠이고 더 머물러 있겠다고 말할 거라 믿었다. 그러나 리브가의 대답은 의외였
다. 지금 당장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집을 떠나 정혼한 신랑 이삭에게로 가겠다는 거였다.
“저는 가겠습니다.”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끝났다. 많은 독자들은 리브가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야박
하고 매정한 여자가 아닌가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을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 곁
을 하루 아침에 떠나겠다고 하니 말이다. 하지만 리브가가 이렇게 대답한 것은 리브가 자신도 종의 말
처럼 어떤 타협도 할 수 없고, 그의 말대로 따라야 함을 알았기 때문이다. 만약,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시
는 일이라면 그녀 역시도 종의 말대로 길을 따라 나서는 것이 순리다. 세상의 도리로는 비난받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 없다. 마치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렀을 때 모든 것을 버
려 두고 곧 그를 따랐듯이 말이다. 인간의 도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훨씬 중요한 일이기 때
문이다. 리브가의 한 마디로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이렇게 해서 리브가는 정든 집, 자신이 태어나서 지금껏 자라 온 익숙한 곳으로부터 영원한 결별을 하
게 된다. 리브가가 가는 시집은 친정과 가까운 곳이 아니다. 그는 정든 고향 메소포타미아를 떠나 신
랑이 있는 머나먼 이국 땅 가나안의 네게브로 가야 한다. 가족들은 리브라를 그렇게 떠나 보냈다. 그
리고 성경 어디에도 리브가가 그 후에 친정을 방문했다는 기록이 없다. 리브가와 그 가족들은 그야말
로 생이별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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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리브가는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꿈에
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종이 그곳을 찾지 않았다면 오늘도 그녀는 평범한 일상의 삶을 살았을 것
이다. 저녁이면 물동이를 지고 우물가에 가서 물을 길어다 가족을 위한 저녁을 준비해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당장 오늘 저녁부터는 물을 길어 오는 일도 다른 사람이 해야 한다. 그렇게 리브가는 익숙한 자
신의 일상과 이별을 고했다. 이제 그녀 앞에는 전혀 새로운 삶, 하나님의 백성의 아내로서의 삶, 선택
된 자의 어머니로서의 삶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종의 인도로 그 옛날 그녀의 시어머니 사래가 걸어
갔던 그 길을 따라 그녀도 낯선 땅 가나안으로 향했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
는 순간 우리 역시도 익숙한 세상의 것들로부터의 이별해야만 하는 가혹한 결단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적 가치관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다. 사
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세상과 그리스도를
함께 섬길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숙명이다. 그렇다고 그리스도를 떠나 세상으로 되돌아 갈 수
도 없는일이다. 당신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아직도 익숙한 세상에 남아 열흘이라도 말미를 달라
고 졸라대고 있지는 않는가? 마음이 쓰리고 아프지만 과감하게 세상의 익숙한 것들과 결별을 선언하
고 그것으로부터 떠나야 한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말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세상 가치관에서 떠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삶이 힘들고 고단하게 느
껴질 때는 없습니까? 그래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고 싶지는 않은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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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24:61~67)
(61 절) 리브가와 그녀의 여종들과 함께 일어나 낙타들에 올라 탔고, 그 사람을 따라 갔습니다.
() וַתָ קָ ם ִרבְ קָ ה וְ ַנעֲרֹּ תֶׁ יהָ ו ִַת ְרכַבְ נָה עַל־הַ גְ מַ ּלִּ֔ ים וַתֵ לַכְ נָה אַ ח ֲֵרי הָ ִ ֑איש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ת־רבְ קָ ה ַו ֵילְַך
ִ ֶׁ)וַיִ קַ ח הָ עֶׁבֶׁ ד א
(62 절) 그 때 이삭은 브엘라해로이에서 돌아왔고,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 וְ יִ צְ חָ ק בָ א ִמ ּ֔בֹוא בְ אֵ ר לַחַ י רֹּ ִ ֑אי וְ הּוא יֹושֵ ב בְ אֶׁ ֶׁרץ הַ ֶׁנגֶׁב
(63 절) 이삭은 저녁이 되어 갈 때 묵상하기 위해 들로 나갔습니다.
() ַויֵצֵ א יִ צְ חָ ק לָשּוחַ בַ שָ דֶׁ ה לִ פְ נֹות עָ ֶׁ֑רב
그는 그의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그때 낙타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וַיִ שָ א עֵינָיו ַו ַּ֔י ְרא וְ הִ נֵה גְ מַ ּלִ ים בָ ִאים
(64 절) 리브가가 그녀의 눈을 들어 이삭을 보았습니다. ()ו ִַתשָ א ִרבְ קָ ה אֶׁ ת־עֵי ֶּׁ֔ניהָ וַתֵ ֶׁרא אֶׁ ת־יִ צְ ָח֑ק
그녀는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ו ִַתּפֹּ ל מֵ עַל הַ גָמָ ל
(65 절) 그녀가 그 종에게 말했습니다. () ַות ֹּאמֶׁ ר אֶׁ ל־הָ עֶׁבֶׁ ד
우리를 만나기 위해 들에서 걸어 오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אתנּו
ֵ ּ֔ ) ִמי־הָ ִאיש הַ ָּלזֶׁה הַ הֹּ לְֵך בַ שָ דֶׁ ה לִ קְ ָר
그 종이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הָ עֶׁבֶׁ ד
그는 내 주인입니다. ()הּוא אֲדֹּ ִנ֑י
그녀는 면사포를 가지고 자신을 가렸습니다. ()ו ִַתקַ ח הַ צָ עִ יף ו ִַת ְתכָס
(66 절) 그 종이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을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סַ ּפֵר הָ עֶׁבֶׁ ד לְ יִ צְ ָח֑ק אֵ ת כָל־הַ ְּדבָ ִרים אֲשֶׁ ר עָשָ ה
(67절) 이삭은 그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갔습니다. ()וַיְ בִ אֶׁ הָ יִ צְ חָ ק הָ אֹּ ֱהלָה שָ ָרה ִא ּ֔מֹו
그는 리브가를 취했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 ָת־רבְ קָ ה ו ְַתהִ י־לֹו לְ ִאשָ ה ַו ֶׁיאֱהָ ֶׁב֑ה
ִ ֶׁ)וַיִ קַ ח א
이삭은 그 어머니 이후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וַיִ נָחֵ ם יִ צְ חָ ק אַ ח ֲֵרי ִאמֹ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 당시 이삭은 브엘라해로이에서 돌아와 네게브 지역에 거하고 있었다. 저녁이 되어 그는 들로 나갔
다. 성경은 그가 묵상을 하러 들로 나갔다고 했다. 어떤 분들은 이 당시에도 이삭이 큐티를 했다거나
습관처럼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삭이 들로 나간 이유는 마음이 안
정되지 않아서 그랬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집을 떠난 종이 돌아올 때가 되었는데 소식이 없
다. 요즘처럼 전화를 할 수도 없고, 이메일을 보낼 수도 없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려니 하며 참고 기
다리는 것 외엔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이삭의 마음은 점점 요동을 쳤을 것이다.
때론 아름다운 신부를 맞이할 꿈을 꾸다가도 어느 때엔 낙타 등에 실망이라는 짐을 가득 싣고 힘없이
터덜터덜 돌아오는 종의 꿈을 꾸고 화들짝 놀라 잠을 깼을 수도 있다. 그것이 인지상정이다. 묵상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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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밖으로 나간 그의 행동에서 이삭이 얼마나 초초한 마음으로 종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
지 알 수 있다. 그는 눈을 들어 멀리 쳐다보았다. 행여나 종의 일행이 무사히 일을 마치고 돌아올런지
이제나 저제나 기대하면서 말이다. 그때 멀리서 낙타들이 오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신의 고향에서 이삭의 신부를 구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덕분에 가나안에서 사
는 동안 그들과 이웃해 살던 모든 또래 여자들은 이삭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던 중 어
머니 사라가 죽었다. 이삭은 삶의 의욕을 잃었다. 어머니 사라가 죽은 후 3년이 지났다. 아버지는 아들
이삭을 장가들여야겠다는 결심을 했고, 종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은 아
들 이삭이 보기에도 너무 무모해 보였을 것이다. 신랑도 없이 신랑 아버지가 보낸 종의 말만 믿고 그
먼길을 떠나 여기까지 올 여인이 있기나 하겠는가? 아마도 이삭은 종이 신부를 데리러 떠난 후 하루
도 빠짐없이 들로 나갔을 것이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만큼 이 일이 자신과 집안에 매우
중대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이상으로 이삭은 종이 돌아오기만
을 손꼽아 기다리며서 매일 저녁마다 들로 나갔다. 그리고 최대한 멀리까지 보이는 곳에 서서 어두워
질 때까지 한없이 바라보고 있다가 장막으로 돌아왔을 것이다.
드디어 바라던 날이 왔다. 멀리서 오는 한 무리의 낙타떼가 눈에 들어 왔다. 그 낙타떼는 점점 이삭이
서있는 곳으로 다가 왔다. 희미하던 낙타떼의 윤곽이 뚜렷해졌다. 한눈에 보아도 종의 일행임에 틀림
이 없었다. 이삭은 기쁜 마음으로 그들을 마중나갔다. 리브가 역시 눈을 들어 쳐다보았다. 그때 한 남
자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이삭을 발견한 순간 그녀는 낙타에서 내렸다. 그가 신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낙타에서 내린 후 종에게 물어 보았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들에서 걸어오고 있는 사
람이 누구입니까?” 종이 대답했다. “그는 내 주인입니다.” 리브가는 종의 이야기를 듣자 마자 면사포
로 자신을 가렸다. 신부로서의 예를 갖춘 것이다.
리브가가 예를 갖추고 있는 동안 종이 이삭에게로 왔다. 종은 그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삭에게 소상하
게 이야기했다. 이삭은 너무 기뻤을 것이다. 그동안 희미하게 자신을 덮고 있던 짙은 안개가 순식간에
걷히고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한 하늘이 그 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을 것이다. 모르긴 몰라도
신부를 본 그의 심장은 방망이질을 해댔을 것이고, 종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에도 면사포로 얼굴을 가
리고 있는 리브가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을 것이다.
이삭은 리브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갔다. 사라가 죽은 후 안주인의 자리가 비어있던
아브라함의 집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로 인해 그 자리가 채워졌다. 성경은 친절하게도 이삭이 아내 리
브가를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삭은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찾아 온 슬픔, 우울감, 고독감, 상
실감을 리브가를 맞이함으로써 극복했다. 리브가는 이삭의 돕는 배필이자 위로자가 되었다. 이로써
안주인 사라의 자리는 공식적으로 리브가에게 넘어갔고, 리브가는 사라가 겪었던 해산의 고통을 고
스란히 물려 받게 된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의 자녀를 쉽게 주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리브가로 인
해 이삭은 다시 힘을 얻고 웃을 수 있었다. 그렇게 제 2대 족장 시대가 열렸다.

묵상을 위한 질문
이삭이 맘 졸이며 신부를 맞이하는 모습에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까? 우리는 예수
님께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일까요? 당신은 그분의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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