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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과 달과 별들 (주일)
오늘의 본문 (창 1:16~19)
(16 절) 하나님께서 크게 빛을 발하는 것 둘을 만들었습니다. (ת־שנֵי הַ ְׁמאֹ רֹ ת הַ גְׁ דֹ ִ֑לים
ְׁ ֱֶֹלהים א
ִ֔ ) ַו ַיעַׂש א
더 크게 빛을 발하는 것은 낮을 다스리도록, ()אֶ ת־הַ מָּ אֹור הַ גָּדֹ ל לְׁ מֶ ְׁמשֶ לֶת הַ יִ֔ ֹום
적게 빛을 발하는 것은 밤을 다스리도록, ()וְׁ אֶ ת־הַ מָּ אֹור הַ קָּ טֹ ן לְׁ מֶ ְׁמשֶ לֶת הַ ִַ֔ליְׁ לָּה
그리고, 별들을 (만들었습니다.) ()וְׁ אֵ ת הַ ּכֹוכָּבים
(17 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었습니다. ()וַיתֵ ן אֹ תָּ ם אֱֹלהים ב ְׁרקי ַע הַ שָּ ָּ ִ֑מים
땅을 비추게 하기 위해, ()לְׁ הָּ איר עַל־הָּ אָּ ֶרץ
(18 절)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 ()וְׁ ל ְׁמשֹ ל בַ יֹום ּובַ ִַ֔ליְׁ לָּה
그리고 그 빛과 그 어둠을 나누기 위해. ()ּולֲהַ בְׁ ִ֔דיל בֵ ין הָּ אֹור ּובֵ ין הַ חִֹ֑ שֶ ְך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보셨습니다. () ַוי ְַׁרא אֱֹלהים ּכי־טֹוב
(19 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넷째 날. ()וַיְׁ הי־ע ֶֶרב וַיְׁ הי־בֹ קֶ ר יֹום ְׁרביעי

묵상을 위한 이야기
하나님은 빛을 발하는 것 둘을 만드셨다. 창세기의 설명을 따르면 더 크게 빛을 발하는 것, 더 적게 빛
을 발하는 것이다. 누가 보아도 태양과 달이다.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한다. 태양으로부터 빛을 받
아 반사한다. 태양이 지배할 때에도 달은 여전히 존재하며 빛도 반사한다. 다만 태양 빛에 가려져 있
을 뿐이다. 태양은 낮을 지배하고, 달은 밤을 지배한다. 태양의 역할이 끝나면 그 빛을 받아 달이 바통
을 이어 받는다.
과학적으로 태양은 수많은 항성 중의 하나이고 달은 지구의 유일한 위성이다. 하지만, 고대 사회에서
태양과 달은 그 자체로 경외의 대상이었다. 인간들은 태양과 달에 의해 모든 삶이 결정된다. 그들은 태
양이 떠 있는 시간에 일을 해야 했고, 달이 있는 밤에는 쉬어야 했다. 이처럼 낮과 밤을 결정하는 주체
인 태양과 달은 인간들에게 있어서 절대적 존재였다. 결국 그들은 태양과 달을 신으로 떠받들기에 이
른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태양신이고 달의 신이다. 태양과 달은 아브라함이 떠난 갈대아 우르와 이스
라엘 백성들이 떠난 이집트에서 공히 신으로 섬겨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태
양은 이집트의 중요한 신들 중 하나였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영향을 받았음을 물론이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은 출애굽하여 광야의 삶을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
다는 기록은 전혀 없다. 실제로 그들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을 받는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었
다. 그들은 자신들을 인도한 신을 금송아지로 착각했다. 금송아지는 이집트의 풍요의 신의 상징이었
다. 하나님은 자기 형상을 보여주신 적이 없다. 아니 형상을 보여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
문이다.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그 형상에 갇혀버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스
라엘 백성들은 묵묵히 광야 길을 걸으면서 자신을 인도하는 분의 형상을 머릿속으로 그렸다. 그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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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아지다. 하늘을 지배하는 태양신, 송아지로 대표되는 풍요의 신이 그들에겐 그들을 구원하고 인도
하는 신이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창조 기록은 그것들은 단지 ‘피조물에 불과하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른 채, 자신들을 인도해 냈고, 인도하시고, 인도하실 분이 송
아지라고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이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태양을 창조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주었을까? 신처럼 받드는 태양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빛을 발하는 피조물에 불과하고,
더 나아가 태양이 빛을 발하는 것도 하나님의 위임 때문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충격이 아니었을까?
태양과 달은 이 땅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다. 태양이 우등하거나 달이 그보다 열등한 것도 아니다. 달
이 태양처럼 빛나도, 태양이 달처럼 희미해서도 안된다. 태양이 생산을 극대화 한다면 달은 쉼을 극대
화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다. 완전한 어두움은 없다. 완전한 밝음도 없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
두움이 하나도 섞이지 않은 완전한 밝음이고 어떻게 해야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두움인가? 칠흙같은 어
두움에도 빛은 있다.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빛도 있다. 더 밝다는 것은 어두움이 덜 섞였다는 말이
다. 실제로 아무리 어두운 곳에 들어가더라도 처음에는 한치 앞도 분간하기 어렵지만 시간이 흐르면
서 서서히 사물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한다. 미세하게 존재하는 빛을 눈이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인생사가 그렇다. 온전히 선한 사람, 죄 없는 완전한 의인은 없다. 반대로 악으로만 똘똘 뭉친 사
람도 없다. 물론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인간들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다는 말이다. 아무리 의로운 사람
이라 하더라도 누구나 한두 개쯤은 부끄러운 경험을 가지고 있다. 반대로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비
록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은 선을 행하기도 한다. 하나님께서 선과 악의 잣대를 이용해서 인간들의
선악을 측정하신다면 도토리 키재기일 게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따라서 섣불리 낮이 선이고 밤이 악이라는 선입관은 버려야 한다. 그것은 선
악의 문제가 아니다. 낮도 밤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들이 주관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태양, 달,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것들을 궁창에 두셨다. 우주의 수많은 별들도 창조하셨다. 아마
도 우주가 창조될 당시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우주의 별들의 창조 기록은 창조의 첫째
날에 대응된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발광체들을 창조하신 목적은 세 가지이다. 땅을 비추기 위해, 낮과
밤을 다스리게 하기 위해,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기 위해서다. 인간들이 숭배하라고 만드신 것
이 아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인간들을 위해 창조되었다.
우상숭배는 피조물을 하나님의 위치에 갖다 놓는 행위다.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인간의 신념, 가치관,
상상 속의 허상들이 하나님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이 우상숭배다. 우상은 보이는 피조물이기에 가시
적이고 현실적이다. 대신 하나님은 너무 멀고 보이지도 않는다. 꼭 필요할 때 답을 주지도 않고 꽁꽁
숨어있는 것 같다. 그렇기에 하나님보다 우상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각자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으로 착각하고 믿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물론 오늘날에는 태양
과 달과 별들을 신으로 숭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하지만 그것들을 대체한 다른 것들이 여전히 하나
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 말이다. 기독교도 예외가 아니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늘의 태양, 달, 별들은 피조물이고 인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람들은
그 피조물들을 신격화하였습니다. 지금도 대상만 달라졌지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습
니다. 지금 당신에게 있어 가장 큰 우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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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페쉬 하야’ (( )נֶ ֶפׁש ַחיָּ֑ה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1:20~23)
(20 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להים
ִ֔ ) ַוי ֹאמֶ ר א
그 물은 살아 있는 것들로 가득 차게 하라. ()י ְׁש ְׁרצּו הַ ִ֔ ַמים שֶ ֶרץ ֶנפֶש חַ יָּ ִ֑ה
새들이 그 땅 위에서, 그 하늘의 궁창 앞에서 날게 하라.
()וְׁ עֹוף יְׁ עֹופֵף עַל־הָּ ִ֔ ָּא ֶרץ עַל־פְׁ נֵי ְׁרקי ַע הַ שָּ מָּ ים
(21 절) 하나님께서 큰 바다 짐승들과 그 물을 가득 채우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
습니다. (ֱֹלהים אֶ ת־הַ תַ נינם הַ גְׁ דֹ ִ֑לים וְׁ אֵ ת ּכָּל־ ֶנפֶש הַ חַ יָּה הָּ רֹ מֶ ׂשֶ ת אֲשֶ ר שָּ ְׁרצּו הַ מַ ים לְׁ מינֵהֶ ם
ִ֔ )וַיבְׁ ָּרא א
그리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וְׁ אֵ ת ּכָּל־עֹוף ָּּכנָּף לְׁ מי ִֵ֔נהו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보셨습니다. ()וַי ְַׁרא אֱֹלהים ּכי־טֹוב
(22 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וַיְׁ בָּ ֶרְך אֹ תָּ ם אֱֹלהים לֵאמִֹ֑ ר
새끼를 많이 낳아 번성하고 이 바다의 물을 가득 채워라. ()פְׁ רּו ְּׁורבּו ּומלְׁ אּו אֶ ת־הַ מַ ים בַ י ִַ֔מים
새들도 이 땅에 번성하게 하라. ()וְׁ הָּ עֹוף י ֶרב בָּ אָּ ֶרץ
(23 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 ()וַיְׁ הי־ע ֶֶרב וַיְׁ הי־בֹ קֶ ר יֹום חֲמישי

묵상을 위한 이야기
창조의 다섯째 날이다. 누누이 말하지만 창조 기사에 쓰인 ‘욤’( )יֹום은 지구가 한 바퀴 자전하는 24시
간을 의미한다고 보지 않는다. 또한 창조의 순서대로 쓰이지 않았다. 여섯 ‘욤’ ()יֹום이 서로 짝을 이루
고 있다. 첫 날과 넷째 날이 짝이고, 둘째 날과 다섯째 날이 짝이며,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이 짝이다. 둘째
날은 궁창을 만들어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었다. 궁창이 물을 둘로 나누었는데 그중 아
래의 물과 궁창을 채울 생물들을 창조한 날이 바로 다섯째 날이다.
물에 사는 생물들과 하늘을 나는 생물들을 창조하셨다. ‘창조하다’라는 말로 번역한 ‘바라’ (בָּרא
ָּ )는 1
장 1 절에 이어 두 번째 등장한다. 그러니까 1장 2절~20절까지 네 ‘욤’ ()יֹום의 창조 기록에서는 ‘바라’
(בָּרא
ָּ )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여섯 ‘욤’ ()יֹום의 창조 기록에서 바라는 다시 등장하는데 바로 인간
을 창조할 때 사용된다. 신학자들은 ‘바라’ (בָּרא
ָּ )를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사용하며, 히브리어 성경에
서 ‘바라’는 하나님만의 전유물이라 말하고 있다. 늘 그러하듯이 물과 하늘의 생물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단지 말씀만 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그 말씀대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물을 명하여 ‘살아있는 것들로 가득차게 하라’라고 하셨다. 살아있는 것들은 히브리어로
‘네페쉬 하야’ () ֶנפֶש חַ יָּ ִ֑ה다. ‘네페쉬’() ֶנפֶש는 생명, 영혼이라는 의미다. 인간이 아닌 동물들에게도 ‘영
혼’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수많은 견해들이 있다. 모든 동물들은 육체와 영혼이 있다. 인간들도 당연히
그렇다. 우리들은 ‘네페쉬’를 오직 인간을 위한 것으로만 여긴다. 그래서 짐승들은 ‘네페쉬’와 무관하
다고 생각한다. 만약 물고기나 새들조차 네페쉬를 가지고 있다면 그 네페쉬는 단순히 목숨만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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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네페쉬 하야’는 24절에 다시 등장한다. 땅에 기어다니는 동물들에게 사용된 단어다. 놀라운 사
실은 이 표현이 바로 인간을 설명하는 말로 사용되었다는 점이다 (2:7참조).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설명할 때 ‘영혼’이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영혼의 사전적 의미는 ‘육
체에 깃들어 마음의 작용을 맡고 생명을 부여한다고 여겨지는 비물질적 실체’다. 기독교에서는 죽지
도 소멸하지도 않는 정신으로 이해한다. 한편 불교는 인간의 육체와 분리된 정신적 실체로 이해한다.
이처럼 ‘네페쉬’에 대한 각기 다른 이해는 성경을 각자의 세계관으로 제각각 이해하도록 만든다.
한국인들이 성경적 생명관을 갖기란 매우 힘들다. 우선 성경의 단어와 정확히 일치하는 우리말 단어
가 없다. 게다가 한국인들은 동양 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다. 그러한 생각들은 우리의 언어 속
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성경을 우리 말로 번역하는 순간 그 본래의 의미는 사라지고 한국
적인 고유의 의미로 바뀌게 된다. ‘네페쉬’라는 단어를 영혼 또는 혼으로 번역한 것이 그것이다.
한국인들의 세계관으로 과연 ‘영혼’은 무엇일까? 한국인들은 영혼을 혼백(魂魄)이라는 말로 설명한
다. 이 단어에 의하면 인간의 생명은 혼(魂)과 백(魄) 둘로 나누어진다. 사람이 목숨을 다한다는 것은
혼과 백이 분리되는 것을 뜻한다. 분리된 혼은 인간의 몸을 빠져나와 하늘로 올라간다고 믿었다. 우리
조상들은 사람이 죽으면 혼이 잠시 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위패에 머물러 있는다고 여겼다. 그래서
위패를 만들고 제사를 드렸다. 한편, 백은 육체를 떠나지 못하고 육체와 함께 땅에 묻혀 흙으로 돌아
간다고 믿었다. 혼비백산 (魂飛魄散)이란 말이 그래서 생겼다. 이 말은 혼은 (하늘로) 날아가고 백은
(땅속으로) 흩어진다는 말이다. 제대로 공양받지 못하거나 이 세상에 미련이 남아 있는 혼과 백은 하
늘로 올라가거나 흩어지지 않고 귀(鬼)가 된다. 그게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귀신이다. 그런 귀신을 달
래서 이 세상과 이별하게 하는 일이 무당이 하는 일이다. 요즈음은 교회에서도 이런 일을 하는 분들
이 더러 있다. 기독교가 한국의 무속 사상과 결합하여 생긴 혼합주의의 전형이다.
한편, 기독교인들이 제사 문제에 가장 민감한데 그 이유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제사를 ‘우상 숭배’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제사 의식은 우상 숭배와는 조금 다르다. 성경에 나오는 제사
는 신들을 달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사는 죽음을 이해해는 방식 때문에 생긴 것이다.
아직 하늘로 온전히 돌아가지 못한 조상들이 편안히 돌아가도록 하는 일종의 이별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 제사다. 신을 달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모와 조상을 섬기는 일의 연장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
리의 제사를 단순히 ‘우상 숭배’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제사 문제
에 관해 논할 때는 ‘우상 숭배’의 관점이 아니라 죽음과 영혼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본
다. 성경은 인간이 죽으면 이 코스모스 (세상)를 완전히 벗어나 다른 영역으로 들어간다고 본다. 이 땅
에 남겨진 것은 그냥 흙이다. 이미 코스모스를 벗어나 다른 영역으로 들어간 ‘네페쉬’를 달랠 수도 없
고, 남아 있는 흙을 위로하는 것도 의미가 없는 일 아닌가? 부모나 사랑하는 이의 혼백을 달래기 위한
제사 의식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추억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묵상을 위한 질문
기독교인이면서도 아직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고, 죽은 영혼이 이 세상에 살아 있다는 소위 귀신
들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생각이 올바르다고 보나요? (예, 아니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적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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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크’ (( )ּברְך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1:20~23)
(20 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להים
ִ֔ ) ַוי ֹאמֶ ר א
그 물은 살아 있는 것들로 가득차게 하라. ()י ְׁש ְׁרצּו הַ ִ֔ ַמים שֶ ֶרץ ֶנפֶש חַ יָּ ִ֑ה
새들이 그 땅 위에서, 그 하늘의 궁창 앞에서 날게 하라.
()וְׁ עֹוף יְׁ עֹופֵף עַל־הָּ ִ֔ ָּא ֶרץ עַל־פְׁ נֵי ְׁרקי ַע הַ שָּ מָּ ים
(21 절) 하나님께서 큰 바다 짐승들과 그 물을 가득 채우고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
습니다. (ֹלהים אֶ ת־הַ תַ נינם הַ גְׁ דֹ ִ֑לים וְׁ אֵ ת ּכָּל־ ֶנפֶש הַ חַ יָּה הָּ רֹ מֶ ׂשֶ ת אֲשֶ ר שָּ ְׁרצּו הַ מַ ים לְׁ מינֵהֶ ם
ִ֔ )וַיבְׁ ָּרא ֱא
그리고, 날개 달린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습니다.) (ּ)וְׁ אֵ ת ּכָּל־עֹוף ָּּכנָּף לְׁ מי ִֵ֔נהו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게 보셨습니다. ()וַי ְַׁרא אֱֹלהים ּכי־טֹוב
(22 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וַיְׁ בָּ ֶרְך אֹ תָּ ם אֱֹלהים לֵאמִֹ֑ ר
새끼를 많이 낳아 번성하고 이 바다의 물을 가득 채워라. ()פְׁ רּו ְּׁורבּו ּומלְׁ אּו אֶ ת־הַ מַ ים בַ י ִַ֔מים
새들도 이 땅에 번성하게 하라. ()וְׁ הָּ עֹוף י ֶרב בָּ אָּ ֶרץ
(23 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 ()וַיְׁ הי־ע ֶֶרב וַיְׁ הי־בֹ קֶ ר יֹום חֲמישי

묵상을 위한 이야기
‘바라크’ ()ברְך라는 말은 ‘복주다’라는 히브리 단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이름 ‘버락’(Barack)
이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했다. 흔히들 기독교를 ‘복’의 종교라 부른다. 복의 의미를 어떻게 정의하느
냐에 따라 맞을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바라크’ ()ברְך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 총 356번 등장한
다. 물론 형태는 여러 가지다.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다. 그 중에 76번이 창세기에 쓰였다. 전체의 1/5
이 넘는다. 그야말로 창세기는 ‘바라크’ ()ברְך에 대한 기록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창세기 1장 22 절
은 ‘바라크’ ()ברְך가 처음 등장하는 절이다. 그 다음은 28절이다. 창조를 기록한 여섯 번의 ‘욤’()יֹום에
서 단 두 번 ‘바라크’가 등장한다. 도대체 바라크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바라크’ ()ברְך를 인간들은 어떻게 이해할까? 인간들은 ‘복’(福)을 삶에서 누리는 만족으로 생각한다.
재산이 많고, 자식이 잘되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을 복이라 여긴다. 창세기 1 장 22절에서도 하나님
이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낳고, 번성하고, 가득 채우라고 하셨다. 개역 성경의 번역을 따르면 ‘생
육,’ ‘번성,’ ‘충만’이 복이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축복을 하실 때에도 동일한 세 단어를 사용하셨다
(창 1:28). 복을 이런 의미로 본다면 ‘바라크’는 오늘날 우리들이 이해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결
론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복’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부르셨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났다. 알다시피 아브라
함의 일생은 ‘생육,’ ‘번성,’ ‘충만’과는 거리가 멀었다. 물론 후에 예수님이 그의 혈통을 따라 태어나셨
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까지 얻었으니 축복이 아니겠냐고 말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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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삶에다 초점을 맞추어 보라. 그 삶이 어떠했는가? 그는 처음부터 복과는 거리가 먼 여자를 만
났다.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창 11:30). 그의 아내 사래를 처음 소개하는 말이다. 아이
를 못 갖는 아내 덕분에 아브라함은 무려 25 년간을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집트에서 데리
고 온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기로 한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다. 하나님은 아
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
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
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 12:2~3).
복을 주시겠다던 하나님은 애초부터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여자를 아내로 주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통
해 후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생물학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무슨 생육이 되겠는가? 번성
과 충만은 커녕 자식 하나 낳는 것도 불가능했다. 그러다가 그가 일백 살이 되어서야 마침내 아들 하
나를 얻었다. 그가 이삭이다. 그의 아내 사라와의 사이에 겨우 한 명의 자녀를 두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은 고작 두 명의 아이를 낳았을 뿐이다. 그뿐인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을 생각
해 보자. 역사적으로 그들이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사람들보다 융성한 적이 있었는가? 이집트처럼 번
영한 적이 있었는가? 그들은 430 년을 종살이 했고, 40년을 광야에서 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이웃 나라들에 비해 특별히 복을 받은 적이 별로 없다. 도대체 그들이 받은 복이 무엇이란 말인가?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 오셨는데 그보다 더한 복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글쎄다. 예수님이
오셔서 베푸신 구원의 혜택이 오직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것인가? 그렇지 않다. 그 복은 유대인뿐 아
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차별이 없다. 세상에서도 부강하게 살던 민족이 예수님까지 믿어 구원을 얻게
된 것이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했다. 도대체 아브라
함을 비롯하여 그 후손들인 이스라엘이 받은 복이 무엇이란 말인가?
여기서 우리는 ‘바라크’ ()ברְך의 진정한 의미가 우리의 세계관 속에 있는 그런 의미의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과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은 완전히 다르다. 바라크에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가 있다.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단순히 경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것은 바로 절망 가운데서 엎드리는 것이다.
엘리야가 활동하던 시절 사마리아에는 기근이 심했다.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모든 사람들이 절
망적인 상황에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다. 그 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하나님이 비를
내려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왕상 18:1참조).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아합이었고 이세벨이 왕비였다.
그들은 모두 풍요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을 섬기고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최대의 적은 여호와 하나님
의 말씀을 곧이 곧대로 대언하는 엘리야였다.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 엘리야를 제거하려 애썼다. 그러
던 차에 좋은 기회가 찾아 왔다.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들은 하나님과 바알 중 누
가 진짜 신인지를 놓고 한판 승부를 벌인다. 우리는 그 유명한 승부를 ‘갈멜산의 대결’이라 부른다. 물
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 엘리야가 그 대결에서 완벽하게 승리한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다. 문제
는 해갈이다. 비가 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왕상 18:41). 엘리야는 아합에게 큰소리를 쳤다. 한낱 승리에 도취되어서 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여호
와의 약속이었고 엘리야는 그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절박했다. 만에 하
나라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했다. 왜냐하면 갈멜산에서의 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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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미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을 도륙했던 터라 이세벨이 잔뜩 약이 올라 있는 상태였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파묻고는 기도
했다. 그리고 사환에게 산에 올라가서 바다 쪽을 바라보라고 명령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다. 비는커
녕 구름 한 조각도 없는 청명한 하늘이었다. 엘리아는 계속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었다. 그는 ‘바라크’
했다! 사환은 일곱 번이나 산을 오르락 내리락하면서 보고를 했다. 일곱 번째가 되어서야 사환이 이렇
게 말했다. “사람의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왕상 18:44). 누가 들어도 여전히 매우 절
망적인 상황이다. ‘당장이라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바람이 불며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폭우가 쏟아져
야 될 일 아닌가? 겨우 손바닥만 한 구름 조각이라니…’라며 하나님을 원망해야 할 상황 아닌가? 그런
데 엘리야는 곧 가뭄을 단번에 해갈할 비가 올 것임을 확신했다. 그는 아합왕에게 말했다. “비에 막히
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왕상 18:44).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약속대로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다.
‘바라크’는 무릎꿇음이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라크다. 하나
님은 약속하셨다. 하지만 그 약속이 이행되기까지 인간들은 절망적인 고비를 여러 번 넘겨야 한다. 하
나님의 언약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내는 것이 아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바라크’는 단순한 복을 의미
하지 않는다. 바라크는 하나님이 인간 스스로의 힘을 빼는 과정, 하나님을 의존할 수 밖에 없도록 만
드시는 과정이다. 아브라함은 ‘바라크’의 의미를 깨닫는데 적어도 25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바라
크 즉, 복은 흔히 생각하듯 복권에 당첨되어 횡재를 하는 것이 아니다. 건강하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자식이 잘되는 것도 아니다. 진정한 ‘바라크’는 자기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
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것 말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소위 ‘기복 신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게 된다는 말이지요. 달리 말하면 신
앙을 복을 구하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는 거지요. 당신은 기복 신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진정
한 복은 무릎을 꿇는 것이라는 말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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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수요일נַ ֲע ֶשה אדם( ’‘나에세 아담
)오늘의 본문 (창 1:24~31
) ַוי ֹאמֶ ר אֱֹלהים( (24 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תֹוצֵ א הָּ אָּ ֶרץ ֶנפֶש חַ יָּה לְׁ מי ִָּ֔נּה( 이 땅이 살아있는 것들을 그 종류대로 만들게 하라:
)בְׁ הֵ מָּ ה ו ֶָּרמֶ ׂש וְׁ חַ יְׁ תֹו־אֶ ֶרץ לְׁ מינָּ ִּ֑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וַיְׁ הי־כֵן(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25 절) 하나님께서 그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그 가축을 그 종류대로, 그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습니다.
ָּל־רמֶ ׂש הָּ אֲדָּ מָּ ה לְׁ מינֵ ִ֑הּו(
) ַו ַיעַׂש אֱֹלהים אֶ ת־חַ יַת הָּ אָּ ֶרץ לְׁ מינָּּה וְׁ אֶ ת־הַ בְׁ הֵ מָּ ה לְׁ מי ִָּ֔נּה וְׁ אֵ ת ּכ ֶ
) ַוי ְַׁרא אֱֹלהים ּכי־טֹוב(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게 보셨습니다.
ֱֹלהים( (26 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וי ֹאמֶ ר א ִ֔
מּותנּו(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 ַנעֲׂשֶ ה אָּ דָּ ם בְׁ צַ לְׁ מֵ נּו ּכ ְׁד ֵ ִ֑
그래서, 그들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에서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 וְׁ י ְׁרדּו ב ְׁדגַת הַ יָּם ּובְׁ עֹוף הַ שָּ מַ ים ּובַ בְׁ הֵ מָּ ה ּובְׁ כָּל־הָּ ִ֔ ָּא ֶרץ ּובְׁ כָּל־הָּ ֶרמֶ ׂש הָּ רֹ מֵ ׂש עַל־הָּ אָּ ֶרץ(
)וַיבְׁ ָּרא אֱֹלהים אֶ ת־הָּ אָּ דָּ ם בְׁ צַ לְׁ ִ֔מֹו( (27 절)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בְׁ צֶ לֶם ֱאֹלהים בָּ ָּרא אֹ ִ֑תֹו(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가 그(사람)를 창조하셨습니다.
) ָּזכָּר ּונְׁ קֵ בָּ ה בָּ ָּרא אֹ תָּ ם( 남자와 여자, 그(하나님)가 그들을 창조하셨습니다.
)וַיְׁ בָּ ֶרְך אֹ תָּ ם אֱֹלהים( (28 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 ַוי ֹאמֶ ר לָּהֶ ם אֱֹלהי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정복하라.
)פְׁ רּו ְּׁורבּו ּומלְׁ אּו אֶ ת־הָּ אָּ ֶרץ וְׁ כבְׁ שִ֑הָּ (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다스려라.
) ְּׁורדּו ב ְׁדגַת הַ יָּם ּובְׁ עֹוף הַ שָּ ִ֔ ַמים ּובְׁ כָּל־חַ יָּה הָּ רֹ מֶ ׂשֶ ת עַל־הָּ אָּ ֶרץ(
) ַוי ֹאמֶ ר אֱֹלהים( (29 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הנֵה נָּתַ תי ָּלכֶם( 보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אֶ ת־ּכָּל־עֵׂשֶ ב זֹ ֵר ַע ז ֶַרע אֲשֶ ר עַל־פְׁ נֵי כָּל־הָּ ִ֔ ָּא ֶרץ( 온 땅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וְׁאֶ ת־ּכָּל־הָּ עֵץ אֲשֶ ר־בֹו פְׁ רי־עֵץ זֹ ֵר ַע זָּ ִ֑ ַָ֑רע( 씨 있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 ָּלכֶם יהְׁ יֶה לְׁ אָּ כְׁ לָּה( 이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다.
)(30 절
또한, 이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을 가진 이 땅에서 기는 모든 것에게
)ּולְׁ כָּל־חַ ַי ת הָּ אָּ ֶרץ ּולְׁ כָּל־עֹוף הַ שָּ מַ ים ּולְׁ כֹ ל רֹומֵ ׂש עַל־הָּ אָּ ֶרץ אֲשֶ ר־בֹו ֶנפֶש חַ ִָּ֔יה( 는,
)אֶ ת־ּכָּל־י ֶֶרק עֵׂשֶ ב לְׁ אָּ כְׁ לָּ ִ֑ה( )모든 푸른 식물을 먹을 것으로 (주었다.
)וַיְׁ הי־כֵן( 그리고, 그대로 되었습니다.
) ַוי ְַׁרא אֱֹלהים אֶ ת־ּכָּל־אֲשֶ ר עָּׂשִָּ֔ ה( (31 절) 하나님께서 그가 만드신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וְׁ הנֵה־טֹוב ְׁמאִֹ֑ ד( 그가 보니, 매우 좋았습니다.
)וַיְׁ הי־ע ֶֶרב וַיְׁ הי־בֹ קֶ ר יֹום הַ ששי(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섯째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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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을 위한 이야기
창조의 마지막 여섯 번째 기록이다. 이 날은 육상의 동물들을 창조하고 사람을 창조한 날이다. 여섯
째 날의 기록은 마른 땅과 식물을 창조한 셋째 날과 대응된다. 육지 동물들의 창조를 설명하는 단어로
‘네페쉬 하야’ ( ) ֶנפֶש חַ יָּה가 다시 등장한다. 이는 앞서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드이어 아담 창조에 관한 기록이 등장한다. 모든 피조물 중 가장 마지막에 아담을 창조했다. 인간을 창
조하는 과정에서도 익숙한 표현이 반복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바요메르 엘로힘’ (ַוי ֹאמֶ ר אֱֹלהי
)ם. 또 그려러니 하고 지나가기에는 이어지는 말씀이 걸린다. 그 동안 하나님은 피조 대상에게 말씀하
셨다. 그런데 인간을 만들 때에는 말씀의 대상이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 자신이다. 또 하나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하나님이 단수가 아닌 복수로 표현된 점이다.
‘나아세 아담’ () ַנעֲׂשֶ ה אָּ דָּ ם.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 말은 어떤 존재가 함께 한 다른 존재에게 제안
을 하는 말이다. 도대체 누가 누구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일까? 그리고 이 제안은 즉흥적인 것일까? 아
니면 계획된 것일까? 먼저 이 제안의 즉흥성 또는 계획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자. 당연히 인간 창조는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 있었다. 만약 철저한 계획 하에 인간이 창조된 것이라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우리 이제 아담을 만들자!”
사실 지금까지의 모든 창조는 인간을 향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인간을 창조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왜 갑자기 하나님이 복수로 등장
하는지 그것에 관해 이야기해 보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절대 진리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은 복수로 등장한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복수로 지칭된 곳은 단 네 번뿐
이다. 그 중 창세기에 세 번이 기록되었다 (창 1:26, 3:22, 11:7). 나머지 하나는 이사야서에 나온다 (사 6:8).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창 1:26).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창 3:22)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창 11:7 ).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사 6:8)
물론 앞에서 언급했듯이 엘로힘이라는 단어 그 자체가 복수다. 당연히 엘로힘을 주어로하는 동사는
복수 동사여야 정상이다. 구약 성경에 엘로힘은 무려 2602 번이나 등장하는데 특이하게 동사는 모두
단수로 쓰였다. 이와는 별도로 여기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스스로를 복수로 지칭한 경우인데 이런 경
우는 성경에 네 번 밖에 없다. 네 번의 표현을 살펴 보면 모두가 하나님이 스스로 ‘일인칭 복수’를 사용
하여 말씀하셨다. 이는 하나님을 복수로 설명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자신 외에는 없다는 말도 된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복수의 의미가 아닌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존재 방식을 그렇게 설명하신 것이다.
훗날 인간들은 이런 하나님의 신비한 존재 방식을 ‘삼위일체’라는 말로 설명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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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스스로를 복수로 말씀하신 것에 대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하다. 어
떤 학자들은 다신교의 흔적이 남아 있는 증거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말은 설득력이 없다. 성경을 최
초로 기록한 이는 모세다. 모세는 성경의 처음 다섯 책을 기록하면서 세 번이나 하나님 스스로가 자신
을 복수로 말씀하신 내용을 직접 기록한 인물이다. 그런 그가 신명기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이스라
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신 6:4). 모세가 다신교적 생각을 지니지
않은 것은 자명하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은 존재할 수도 없고, 모
순 투성이의 기록이 되고 만다. 또 어떤 이들은 복수를 사용한 이유가 하늘의 천사들의 모임을 향해 하
신 말씀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도 그 다음 말인 ‘우리의 형상’이라는 말
에서 걸린다. 하나님과 천사들이 같은 형상을 지녔다는 말은 어쩐지 억지같이 들린다.
어떤 학자는 삼위 하나님 사이의 대화로 이해했다. 일견 이해가 되는 말이다. 많은 학자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언급한다. 그런데 ‘삼위일체’라는 주제가 기독교에서 가장 뜨거운 주제로 등장한 것은 예수
님 사후 250년 이상이 지난 뒤였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나아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아니냐
를 놓고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라는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두 사제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고, 이
로써 니케아 공회에서 삼위일체를 인정하는 평결이 나오게 된다. 그런데 창세기는 그보다 무려 1800
여년 전에 기록된 책이다. 더군다나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도 가시
화되기 이전이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당시 일차로 창조 기사에 대해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들어보
지도 못한 말이고, 더구나 성경을 기록한 어느 누구도 삼위일체라는 신학적 이론을 정립하지 못한 상
황에서 후대에 등장한 신학적 이론으로 과거의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낸다는 것도 문제다.
이래저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복수로 언급하신 내용을 인간의 말이나 논리로 이해하는 일은 도저
히 불가능하다. 이럴 때는 차라리 인간들이 해석할 수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 두는 것도 좋은 전
략 중 하나다. 성경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어디 한두 군데뿐인가? 어쨌든 하나님은 스스로를 복
수로 표현하셨고 그 표현은 하나님이 자신을 설명하는 방식이지 인간에게 자신을 이해시키키 위해
서 그런것은 아니다. 가끔은 해석하지 않고 미지의 영역으로 남겨두는 것도 괜찮다. 드리드리 파고 따
져야만 할 필요는 없다.

묵상을 위한 질문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신 후 맨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라는 자기 명령을 통해 아담이 존재하게 됐습니다. 결국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바로 이런 하나님
의 결정에 따라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존재하
게 했다면 이 말씀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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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렘’ ()צ ֶלם,
ֶ ‘드뭍’ ()דמּות:
ְּ 형상, 모양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1:24~31)
묵상을 위한 이야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는가? 그렇다면 인간의 어떤 면이 하나님의 형상인가? 하나님을 닮았다
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은 ‘인간을 만들자’라는 자기 제안을 하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
리의 모양대로”라는 구체적인 모습을 제시하셨다. ‘제렘’ ()צֶ לֶם, ‘드뭍’ () ְׁדמּות이 바로 ‘형상’과 ‘모양’으
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다. ‘제렘’은 이미지를 말한다. 또한 그 이미지를 구체적인 형태로 만들어 낸 것
도 역시 ‘제렘’이다. 반면 ‘드뭍’은 닮은 꼴이라는 뜻이다. 내면보다는 외형에 치중된 의미이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도 형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존재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든 하나님의 형상은 송아지였다. 이집트를 떠나 광야로 나온 그들은 시내산
밑에 진을 쳤다. 이집트의 장자들과 모든 짐승의 첫새끼들이 죽은 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을
대신하여 어린 양을 잡은 바로 그 유월절을 기준으로 오십 일째 되는 날 모세는 백성들을 떠나 시내산
으로 올라갔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기 위해서였다. 모세를 애타게 기다리던 백성들은 모세가
오지 않자 그가 죽은 것으로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번개와 우레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
팔소리가 진중까지 매우 크게 들렸다. 이 광경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백성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 수
밖에 없었다 (출 19:16). 산 위에서 그 난리가 났는데 그들의 지도자 모세는 감감 무소식이었다. 그러니
모세가 죽었으리라 생각했을 법도 하다. 이제 백성들에게는 자신들을 인도할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
했다. 그들이 분명히 인지했던 것은 자신들을 인도해낸 분이 적어도 인간은 아니라는 점이다. 만약 인
간 모세로 생각했다면 아론과 같은 다른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면 될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세에
게 능력을 주어 자신들을 이끈 더 위대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사실 그들의 눈 앞
에서 벌어진 모든 이적들은 초자연적인 능력을 지닌 존재가 아니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
일 게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금고리를 모아 신의 형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들은 어떤 형상을 만
들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지 않았다. 약속이나 한듯이 바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 그리고 만들어진 금
송아지를 보고 굉장히 만족했다. 이로써 알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출애굽을 하는 내내 머릿속으로는 ‘송
아지 신’이 자신들을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리라는 것이다. 열 번의 재앙으로 이집트 바로 왕을 심
판한 분도, 홍해를 마르게 한 분도,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한 분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는 분도,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자신들을 인도하는 분도 모두 ‘송아지 신’이었다. 하나님이 송아지 형상으로 둔
갑하는 과정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
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출 20:4)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다. 여기에 쓰인 ‘형상’은 히브
리어로 ‘트무나’ () ְׁתמּונָּה인데 이는 구체적인 모양을 지닌 것을 말한다. 인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무
엇을 상상하든 간에 그것은 곧바로 우상이 된다. 형상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는 것이지 인간이
하나님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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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이 이집트
를 떠나 힘겹게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고대 이집트에서 ‘제렘’(이미지)라는 단어는 일반인들에게는 쓰일 수 없는 단어였다. 오직 그들이 반
신반인이라고 믿었던 왕들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였다. 이집트의 바로왕은 ‘신의 아들’이고 신의 이미
지를 가진 존재였다. 바로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냥 인간이었다. ‘아문-레’ (Amun-Re)는 이집트 주
요 여덟 신들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원래 ‘아문’이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는 나중에 태양신인 ‘레’(Re)
와 합하여 ‘아문-레’로 불리우며 고대 이집트의 국가 신으로 자리매김한다. 이 ‘아문-레’가 기원전 14
세기의 바로였던 아멘호텝 III세를이렇게 소개했다고 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의 신들 중 한 사람이 현현하였으며, 이 땅에서 나의 형상을 닮은 존
재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맡긴다. 너는 이 땅을 평화롭게 다스리거라.”
여기서의 형상은 실제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신의 이미지였다. 이집트 왕이 신의 이미지를 가졌다는 것
은 그 모습이 신을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왕만이 가진 일반 백성들과 차별되는 특권
을 의미했다.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권력이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자신
들이 누리는 특권도 신이 내려 준 것으로 인식했다. 모르긴 해도 백성들뿐 아니라 파라오 자신도 그렇
게 믿었을 것이다. 착각은 신념을 낳고 신념은 현실을 도외시하게 만드니 말이다. 하기사 요즈음 국
가 지도자 들 중에도 자신을 반신반인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으니 고대 사람들이 그런 세계
관을 갖고 있었다는 사실이 하등 이상할 이유가 없다.
기원전 14세기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광야로 나온 시기와 얼추 비슷하다. 일반적으로
출애굽 시기를 기원전 1500 년대로 보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그 시기를 기원전 13세기 중반으로 보는 주
장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출애굽 시기를 기원전 13세기 중반으로 본다면 아
멘호텝 III세는 이스라엘 백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파라오로 볼 수 있다. 그는 스스로가 신의 아들이
며 신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다고 믿었고, 백성들에게 그 같은 믿음을 강요했다. 당시 이집트의 노예였
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그들에게 인간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들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꾸는 혁명적 선언이 아니었을까?
왕권신수설이라는 말이 있다. 영국왕 제임스 1세는 그가 왕이 되기 전에 [자유로운 군주국의 진정한
법]이라는 논문을 썼다. 왕은 지상에서 신의 대리인이고 왕의 권한에는 제한이 없으며, 의회는 왕에게
권고할 수 있는 권한 외에는 어떠한 권한도 부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논문이다. 그가 왕위에 오르고
난 후 그의 생각은 더욱 확고해졌다. 그의 주장을 들어 보자.
“왕이 신으로 불리는 것은 당연하다. 왕이 지상에서 신의 권력과도 같은 권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
이다. 왕은 모든 신하와 백성을 심판하며, 더욱이 신 이외의 아무 것에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두산백
과에서 인용).
이같은 왕권 신수설의 망령은 기독교 내부에도 그대로 살아있다. 루터가 만인 제사장이라는 기치 아
래 종교 개혁을 일으킨지 500 년도 채 안되어 개신교 내부에 서열이 존재하고 마치 하나님의 권한을
부여받은 특별한 계층이 있는 것처럼 돼버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다. 안타깝지만 하나님
의 형상을 빙자하여 혹세무민하는 일은 고대 이집트나 현대 사회나 별반 다를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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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은 시각적인 모습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하
나님이 지니고 있는 특별한 권한을 갖게 된 것을 의미한다. 첫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리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특권이 부여되었다. 하나님이 지니신 힘의 일부가 아담에게 주어졌
다. 두 번째 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체였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세
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이렇게 소개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이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막 1:11).
두 번째 아담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 분이 오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르셨다.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이 믿는 사람들 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
니” (갈 4:19).
우리들은 스스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 아들의 형상이 있는지
말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성경은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단
순한 내적, 외적 이미지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그 형상이 망가진 인간들은 그것을
회복할 길이 영영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들이 오셔서 그 길이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속
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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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זכר와 ‘느케바’()נְּקבה:
ֵ 남자와 여자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1:24~31)
묵상을 위한 이야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기로 선포하신 하나님은 곧바로 인간을 창조하신다. 27절의 인간 창
조 기록에는 같은 단어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7절 한 구절에 ‘바라’()בָּ ָּרא라는 단어가 세 번
반복해서 쓰였다. ‘제렘’(형상)과 엘로힘도 두 번 쓰였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וַיבְׁ ָּרא אֱֹלהים אֶ ת־הָּ אָּ דָּ ם בְׁ צַ לְׁ ִ֔מֹו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가 그(사람)를 창조하셨다. ()בְׁ צֶ לֶם אֱֹלהים בָּ ָּרא אֹ ִ֑תֹו
남자와 여자, 그(하나님)가 그들을 창조하셨다. () ָּזכָּר ּונְׁ קֵ בָּ ה בָּ ָּרא אֹ תָּ ם
반복은 강조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형상’이 강조되고, 아담이 강조되며, 창조가 강조되었다. 아담은
단수이다. 아담 앞에 정관사를 붙여 ‘하아담’()הָּ אָּ דָּ ם으로 썼다. 개인 ‘아담’이 아니고 ‘인류’라는 말이
다. ‘인류’라면 그 창조 안에 지금 이 글을 읽는 우리들도 포함된다. 창세기 5장 2절에서 이같은 사실
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
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 5:2).
남자와 여자는 히브리어로 ‘자카르’() ָּזכָּר와 ‘느케바’()נְׁקֵבָּה이고, 사람은 ‘아담’ ()אָּ דָּ ם이다. ‘자카르’와
‘느케바’는 ‘남’과 ‘여’를 생물학적으로 구분하는 단어다.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 동물의 암수를 구분할
때도 동일하게 ‘자카르’() ָּזכָּר와 ‘느케바’()נְׁקֵבָּה가 쓰였다 (창 6:19, 7:3, 9, 16참조). 하지만 인류를 뜻하는
사람으로 쓰인 아담은 ‘자카르’() ָּזכָּר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 반드시 ‘느케바’( )נְׁקֵבָּה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규정하는 기준이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또는 암, 수)를 창조하셨다는 사
실에서 많은 신학자들은 남녀평등의 가치를 찾으려 한다. 남자와 여자 모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
되었고, 동일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평등’이란 상호 독립적인 동시에 상호 의존적이다. 자카르와 느케바는 한 몸에 공존할 수 없는 단어
다. 그러나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치가 공존할 수 있도록 열어준 단어가 평등이다. ‘자카르’() ָּזכָּר와 ‘느케
바’()נְׁקֵבָּה는 독립적인 개체다. 둘은 상호 침해할 수 없는 영역이 있다. 누가 누구를 지배할 수도 지배 당
할 수도 없다. 남자는 남자고 여자는 여자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는 상호 의존적일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 동안 만드신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다. 그 명령은 하
나님의 대리 통치권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그 권리를 행사하기에 앞서 먼저 인간들이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신다.
“자녀를 많이 낳고 번성하여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정복하라” (창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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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성경에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이라는 네 가지 명령이 나온다. 이 네 명령은 남자 홀로는 수
행할 수 없다. 남자와 여자가 공히 평등하게 참여해야 한다. 둘 중 하나라도 임무를 기피하면 이룰 수
없는 공동의 과제이다. 그렇기에 평등은 필연적으로 상호 의존하도록 만든다. 자신의 자리를 주장하
면서도 상대방이 자신의 자리를 침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안된다. 생육은 ‘열매를 맺는다’는 말
이다. 남자와 여자가 스스로의 권한을 내려 놓고 서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달성될 수 없다. ‘생육,’이
있어야 ‘번성’이 있고, ‘번성’이 있어야 ‘충만’이 있다. 정복은 그 뒤의 일이다. 하나님은 인간들을 한꺼
번에 여럿을 만들어 자신이 원하는 위치에 배치하지 않으셨다. 대신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을
통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려 했다.
‘자카르’() ָּזכָּר와 ‘느케바’()נְׁקֵבָּה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구분이라면, ‘이스’()איש와 ‘잇사’()אשָּה는 남
성과 여성을 사회학적으로 구분하는 단어다. 창세기 2장에는 아담으로부터 이브를 만드는 과정이 상
세하게 나온다. 하나님이 이브를 아담에게 건네주자 아담은 너무 기쁜 나머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창 2:23).
아담은 남자인 자신을 생물학적 표현인 ‘자카르’라 부르지 않았다. 가족 내에서 남편을 의미하고 사
회에서 남성을 의미하는 ‘이스’ ()איש라 불렀다. 자연스럽게 여자를 ‘느케바’가 아닌 ‘잇사’()אשָּה라 했
다. 잇사는 ‘이스로부터 나왔다’는 뜻이다. 바로 여기서 ‘불평등의 맹아’가 싹트게 된다. (이에 대해서
는 나중에 집중적으로 다루겠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카르’() ָּזכָּר와 ‘느케바’()נְׁקֵבָּה는 구원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유감스럽
게도 창세기에는 심판 이야기가 많다.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에덴에서 쫒겨났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
나님처럼 되려다가 그랬다. 가인은 살던 곳을 떠나 놋땅으로 떠나야 했다. 놋은 ‘유리 방황하다’라는
뜻이다. 최선을 다해 준비한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고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돌로 쳐죽였기 때
문이다. 노아 때에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았다. 심판의 때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 셋이 아벨을 대신하였다. 셋은 ‘대신하다’라는 뜻이다.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
의 인내가 한계치를 넘어서자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서 은혜를 입었다. 노아가 입은 은혜에 편승한 사람들과 동물들이 있다. 노아의 아내와 세 아들 부부
가 그들이고, 동물들이 그렇다. 하나님은 동물들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노아와 함께 생
명을 보존하게 하셨다 (창 6:19). ‘암수’는 물론 히브리어로 ‘자카르’() ָּזכָּר와 ‘느케바’()נְׁקֵבָּה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그대로 구원하신다. 구원에는 사회학적 의미는 배제된다. 오로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생
명 그대로 구원되는 것이다. 인간의 죄는 사회학적 요소를 담고 있다. 반대로 예수님의 피는 사회학적
의미이기보다는 생물학적 의미를 담고 있다. 구원은 창조 질서의 회복이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다. 하나님은 ‘이스’()איש와 ‘잇사’()אשָּה를 구원하시지 않았다. 구원된 것은 ‘자카르’() ָּזכָּר와 ‘느케
바’()נְׁקֵבָּה다. 구원은 새로운 창조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차별없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차별없는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사회학적(법적, 행위적)으로 인간을 평가하지 않고 생물학적으로 평가한다는 의미
지요. 하나님의 구원에 차별이 없다는 점에 대해 당신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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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아크라’ ()לא ְּכ ָּ֑לה:
ְּ 먹을 것으로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1:24~31)
묵상을 위한 이야기
“사방 일백 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무려 12대, 400년에 걸처 부를 누린 경주 최부자의 가훈
이다. 그 가문의 구제 정신을 칭찬하고자 함이 아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
요한 미덕임을 최씨 가문의 가훈을 통해 알 수 있다.
먹거리 문제는 유사 이래로 인류를 괴롭혀 온 숙제다. 오죽했으면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
냐?’라는 뻔한 질문이 지금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을까? 어떤 이에게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먹거리
가 필요할 것이다. 또 어떤 이는 먹거리를 위해 온통 자신의 삶을 희생하기도 한다. 먹거리가 사치인
사람도 있고 먹거리가 생존 그 자체인 사람도 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가장 뜨거운 테마를 잡으라면
단연 먹방이다. ‘먹방이 대세’라는 말이 있다. ‘먹방’이 미디어를 장식하는 이유는 그만큼 먹고 살만 해
졌고, 이제 더 이상 먹는 것이 생존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불과 40여년 전만 하더라도 보릿고개
라는 말이 당연시되었는데 지금은 옛말이 되었다. 그런데도 가끔 굶어 죽는 사람들에 관한 뉴스가 나
오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
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마 6:25).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들 또한 의식주 문제를 놓고 심히 고민했기 때문일
게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먹는 문제는 늘 인류 역사의 중심에 있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
심을 받고 자신의 고향 갈데아 우르를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 가나안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기근으
로 인해 이내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야만 했다. 이집트 땅에 가자마자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수모를 겪는다. 요셉은 기근으로 힘들어 하는 가족을 이집트로 불러들였다. 야곱이 가나안 땅
을 등지게 된 이유도 먹거리 문제 때문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이집트를 나와 광야에 이른 이스라엘 백
성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원망했다. 역시나 먹거리 문제였다. 먹을 것을 위해서라면 노예생활도 마다
않고 그리워할 정도였다.
남자와 여자를 만들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신 일이다. 하나님은 사람
을 만들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29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온 땅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있는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이것이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것이다.
통상적으로 인간은 신에게 먹을 것을 갖다 바친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떠나온 메소
포타미아 지역에도 창조 신화가 있다. 신이 인간을 창조했는데 그 창조 목적 중의 하나가 인간들이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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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만들어 신들에게 바치도록 하기 위함이다. 인간은 신을 먹여 살리는 종인 셈이다. 하지만 성경은
완전히 반대다. 모든 먹을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준비하신다. 이 땅에 가장 먼저 창조한 생물이
인간과 동물들의 먹거리인 식물이다.
인간의 죄는 이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하루 아침에 날려버렸다. 이제 인간들은 땅에서 먹을 것을 구하
기 위해 수고하고 땀흘려야만 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이브 때부터 생긴 일이다. 더 이상 이들에게
은혜란 존재하지 않았다. 자신들의 먹을 것을 자신들이 구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는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 왔다. 인간들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증명해 내려고 하면 할수록 자신의 죽음만 확인하
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율법은 권능을 행사하여 인간들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한다. 그 죄는 사망을
낳는다. 수고와 땀은 죄의 결과로 인간에게 주어진 천형이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먹거리 식물은 더 이
상 인간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다. 인간 스스로 식물을 만들어 내는 수 밖에 없었다.
한편, 인간을 위한 먹을 거리는 홍수심판을 전후로 해서 달라진다. 홍수 심판 이전에 인간에게 주어진
먹을 거리는 식물에만 한정되었다. 동물은 먹이의 대상이 아니었다. 오히려 동물들도 하나님이 만드
신 식물을 먹을 권한이 있었다. 하지만, 홍수로 인한 심판이 끝나자 모든 상황이 달라졌다. 친근한 이
웃이었고, 단순한 다스림의 대상이었던 동물들에게 인간은 더 이상 식물을 나누어 먹는 친근한 이웃
이 아나라 공포의 대상이 된다 (창 9:2). 하나님은 인간의 먹거리 목록에 동물들의 고기를 추가하셨다
(창 9:3). 이제 동물들은 인간들에게 잡아 먹히지 않기 위해 인간을 피해 다녀야 했고, 인간들은 안전하
게 고기와 밀크를 얻기 위해 동물들을 사육하기 시작하였다.
재미있는 사실이 있다. 인간이 어떤 수고를 한다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가 있다. 이스라엘의 40
년 광야의 삶이 그랬다. 광야의 땅은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인간에게 먹거리를 주지 못한다. 풀 한 포
기 없는 광야에서 40 년을 살아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먹여 살린 분은 하나님이셨다. 더 이상 이스
라엘 백성들은 먹거리를 위해 땀 흘릴 필요가 없었다. 인간의 능력이 아무 소용없음을 알게 되는 그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된다. 은혜란 결국 자신의 노력이 소용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
사함으로 받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먹거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좋은 도구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
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눅 12:29-31).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피조물인 식물을 인간들을 위한 먹을 거리로 주셨습니다. 인간의 먹을
것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지요. 하지만 범죄로 인해 인간은 수고와 땀을 흘려야 겨우 먹을 것을 얻게 되
었고, 평생을 먹거리를 얻기 위해 동분서주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먹을 것을 하나님의 영역
으로 돌려 놓으셨습니다. 당신에게 있어 먹을 것은 은혜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죄의 결과인
수고와 땀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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