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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박이보다 더 강한 나그네 (주일)
오늘의 본문 (창 26:12~17)
(12 절) 이삭이 그 땅에 씨를 뿌렸고, 그 해에 100배를 얻었습니다.
()וַיִּ ז ְַרע יִּ צְ חָ ק בָ אָ ֶרץ הַ ִ֔ ִּהוא וַיִּ ְמצָ א בַ שָ נָה הַ הִּ וא מֵ אָ ה ְשע ִּ ִָ֑רים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וַיְ בָ רֲ כֵהּו יְ הוָה
(13 절) 그 사람(이삭)은 부유해졌습니다. ()וַיִּ גְ דַ ל הָ ִּ ִ֑איש
그는 더욱 더 부유해져서, 매우 부유해졌습니다. () ַו ֵילְֶך הָ לֹוְך וְ ג ִ֔ ֵָדל עַד כִּ י־גָדַ ל ְמאֹ ד
(14 절) 그에게는 양떼와 소떼, 그리고 많은 종이 있었습니다.
(עבֻדָ ה ַר ָבִ֑ה
ֲ ּומקְ נֵה בָ קִָ֔ ר ַו
ִּ ) וַיְ הִּ י־לֹו ִּמקְ נֵה־צ ֹאן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를 시기하였습니다. ()וַיְקַ נְ אּו אֹ תֹו פְ לִּ ְש ִּתים
(15 절)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 וְ כָל־הַ בְ אֵ רֹ ת אֲשֶ ר חָ פְ רּו עַבְ דֵ י אָ ִִּ֔ביו בִּ ימֵ י אַ בְ ָרהָ ם אָ ִּ ִ֑ביו
블레셋 사람들이 막고 흙으로 메웠습니다. () ִּס ְתמּום פְ לִּ ְש ִ֔ ִּתים וַיְ מַ לְ אּום ָעפָר
(16 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בִּ ימֶ לְֶך אֶ ל־יִּ צְ ָחִ֑ק
내 백성으로부터 떠나가십시오. ()לְֵך מֵ עִּ ִ֔ ָמנּו
당신은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ממֶ ּנּו ְמאֹ ד
ִּ ָ)כִּ י־עָצַ ְמת
(17 절) 이삭이 그 곳에서 떠났습니다. () ַו ֵילְֶך ִּמשָ ם יִּ צְ ָחִ֑ק
그는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거주했습니다. ()וַיִּ חַ ן בְ נַחַ ל־גְ ָרר ַויֵשֶ ב שָ 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삭과 아비멜렉은 그렇게 화해했다. 서로 화해했다기보다는 사실 이 일은 이삭이 혼자 지레 겁을 집
어 먹고 그랄 사람들을 지나치게 두려워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삭이 그랄 사람들에게 아내 리
브가를 누이라 속이고 얼마나 마음 졸이며 살았을까? 어쩌다 그곳 사람들과 만나기라도 하면 등에 식
은 땀이 흘렀을 지도 모를 일이다. 모든 것이 괜한 걱정이었음이 드러나자 이삭의 집은 평온을 되찾았
다. 그는 그랄 땅에 머물며 농사를 지었다. 그 땅에 씨를 뿌렸고, 그해에 100배의 소출을 얻었다. 성경
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 그렇게 되었다고 했다. 13절에는 그가 부유해졌다고 했다. 그것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언급한다. 그만큼 이삭이 부유해진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직접 확증받은 후 전개되는 이삭의 삶은 그의 아버지 아브라
함의 삶과 너무도 흡사하다. 이번 일로 이삭은 부자가 되었다. 마치 아브라함의 생애를 그대로 빼닮은
듯하다.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나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삭도 기근을 만나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
집트로 내려가려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막아 섰다. 할 수 없이 이삭은 이집트로 가는 대신
그랄 땅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고자 아내 사라를 누
이라 속였듯이 이삭도 똑 같은 이유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 속였다. 다만 다른 것은 이집트 사
람들은 사라를 바로 왕에게 데려갔지만 그랄 사람들은 리브가를 아비멜렉에게 데려가지 않았다. 과
거에 그랄공동체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속아서 사라를 집안으로 들였다가 혼쭐이 난 경험
이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삭이 망신을 면한 것은 아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공개적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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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을 당한 것처럼 이삭도 아비멜렉에게 망신을 당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건으로 인해 더욱 부
자가 되었다. 그는 아무 노력도 한 게 없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로 생
각지도 않은 재물을 얻었다. 이삭 역시도 그 일이 있은 후에 그곳에서 다른 이들처럼 씨를 뿌려 농사
를 지었을 뿐인데 유독 그의 밭에서만 소출이 백 배나 되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성취를 거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그를 특별히 보살폈기 때문이다.
이삭은 양떼, 소떼뿐 아니라 종들도 점점 늘어나 그 지역에서 세력이 점점 커져갔다. 그는 엄청난 부
자가 되었고 그 때문에 그곳 사람들과 마찰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사촌이 밭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
담은 예나 지금이나 맞는 모양이다. 이삭이 부유해지고 힘이 강성해지는 것은 그 지역 토박이들인 블
레셋 사람들에겐 매우 불편한 일이었다. 아마도 이방인인 이삭이 부유해지고 강성해 가는 동안 그들
은 별로 그러지 못했던 모양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갈수록 이삭을 시기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아브
라함이 팠던 우물을 모두 메워 버렸다. 그들은 이삭이 가진 부의 근원이 바로 그 우물 때문이라고 생
각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 우물만 메우면 더 이상 이삭은 부나 힘을 축적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다.
이 사건은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사이에 일어난 일과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아브라함과 롯이 헤
어지게 된 이유가 바로 그들이 소유가 많아 서로 갈등을 빚었기 때문이었으니 말이다.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당신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혹시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권
력자가 되면 믿지 않는 다른 이들의 시기를 받게 된다는 생각이 떠오르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부자로 만들어 주고 그에 걸맞는 권세도 주신다는 믿음
이 생기는가? 또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특별한 존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
는가?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건 그런 게 아니다. 아브라함이 만난 이집트 사람들과
이삭이 만난 블레셋 사람들은 모두 그 지역 토착민들이다. 결코 떠돌이가 아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나 이삭은 그 땅에 잠시 머무는 나그네였다. 그래서 기근이 들거나 마실 물이 없으면 그곳을 떠나야 하
고, 그 지역 토착민들과 갈등이 생기면 언제든 떠나야 했다. 자신이 일군 땅이든, 아버지가 파 놓은 우
물이든 그 무엇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다 버려 두고 빈손으로 떠나야 한다. 이삭은 절대 블레셋
사람이 될 수도 없고, 의사 결정 과정에 어떤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이삭의 삶은 오늘
날의 우리들과는 사뭇 다르다. 이삭은 철저히 나그네로 와서, 나그네로 살다가, 나그네로 떠나야 했다.
드디어 이삭이 그 땅을 떠날 시간이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생산력의 원천인 우물을 흙으로
메워 못 쓰게 만들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 사람들이 한 일을 당연하게 여겼다. 아니, 그보다는 이 일
을 사실상 주도한 사람이 바로 아비멜렉이었다. 아비멜렉은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의 신변을 보호
해 주긴 했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그는 이삭이 자신의 통치 영역 안에서 세력을 확장해 가는 것을 허
용할 수 없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왔다. 그리고 그곳을 떠나라고 명했다. 이삭은 모든 걸 버려두
고 그곳을 떠날 수 밖에 없었다. 소출의 백 배를 안겨준 밭도, 아브라함이 판 우물도 모두 버려두고 그
곳을 떠났다. 그는 그랄 골짜기로 옮겨 갔고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주했다. 아브라함에 이어 이삭의 험
난한 인생도 그렇게 이어져 갔다.

묵상을 위한 질문
세상에서의 성공이 당신에겐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 과정에서 당신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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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물을 놓고 다투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6:18~25)
(18 절) 이삭은 다시 돌아와 우물들을 팠습니다. () ַויָשָ ב יִּ צְ חָ ק ַויַחְ פֹ ר אֶ ת־בְ אֵ רֹת הַ מַ יִּ ם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으나, 아브라함이 죽은 뒤에 블레셋 사람들이 메워
버린 (우물들을), () אֲשֶ ר חָ פְ רּו בִּ ימֵ י אַ בְ ָרהָ ם אָ ִִּ֔ביו וַיְ סַ ְתמּום פְ לִּ ְש ִ֔ ִּתים אַ ח ֲֵרי מֹות אַ בְ ָר ָהִ֑ם
그는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그 우물들을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וַיִּ קְ ָרא לָהֶ ן שֵ ִ֔מֹות כַשֵ מֹ ת אֲשֶ ר־קָ ָרא לָהֶ ן אָ בִּ יו
(19 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팠고, 그곳에서 물이 샘솟는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 ַויַחְ פְ רּו עַבְ דֵ י־יִּ צְ חָ ק בַ ּנָ ִ֑חַ ל וַיִּ ְמצְ אּו־שִָ֔ ם בְ אֵ ר מַ יִּ ם חַ יִּ ים
(20 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들과 다투며 말했습니다. () ַוי ִָּריבּו רֹ עֵי גְ ָרר עִּ ם־רֹ עֵי יִּ צְ חָ ק לֵאמֹר
이 물은 우리 것이다. ()לָנּו הַ ָ ִ֑מיִּ ם
그는 그 우물의 이름을 에섹이라고 했습니다. ()וַיִּ קְ ָרא שֵ ם־הַ בְ אֵ ר ִֵ֔עשֶ ק
왜냐하면 그들이 그와 다투었기 때문입니다. (ַשקּו עִּ מֹו
ְ )כִּ י הִּ ְתע
(21 절) 이삭의 종들이 다른 우물을 팠는데, 그랄 목자들이 그 우물을 가지고 또 다투었습니다.
( ָ) ַויַחְ פְ רּו בְ אֵ ר אַ חִֶ֔ ֶרת ַוי ִָּריבּו גַם־עָלֶ ִ֑יה
그는 그 우물의 이름을 싯나라고 했습니다. ()וַיִּ קְ ָרא ְשמָ ּה ִּש ְטנָה
(22 절) 그가 그 곳에서 이동하여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 ַויַעְ תֵ ק ִּמשָ ם ַויַחְ פֹ ר בְ אֵ ר אַ חִֶ֔ ֶרת
그런데 그들이 그 우물을 가지고는 다투지 않았습니다. ( ָ)וְ ל ֹא ָרבּו עָלֶ ִ֑יה
그는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וַיִּ קְ ָרא ְשמָ ּה ְרחֹ בִ֔ ֹות וַי ֹאמֶ ר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한 공간을 넓혀 주셨으니 ()כִּ י־עַתָ ה הִּ ְרחִּ יב יְ הוָה לָנּו
우리가 이 땅에서 번성할 것이다. ()ּופ ִָּרינּו בָ אָ ֶרץ
(23 절) 그는 그곳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 ַו ַיעַל ִּמשָ ם בְ אֵ ר שָ בַ ע
(24 절) 그날 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 ַוי ֵָרא אֵ לָיו יְ הוָה בַ לַיְ לָה הַ ִ֔הּוא ַוי ֹאמֶ ר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אָ נֹ כִּ י אֱֹלהֵ י אַ בְ ָרהָ ם אָ ִּ ִ֑ביָך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י־א ְתָך אָ ִֹ֔נכִּ י
ִּ ִּל־ת ָירא כ
ִּ ַ)א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이 땅에 번성하게 할 것이다.
(יתי אֶ ת־ז ְַרע ֲִָ֔ך
ִּ ֵ)ּובֵ ַרכְ ִּתיָך וְ הִּ ְרב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בַ עֲבּור אַ בְ ָרהָ ם עַבְ ִּדי
(25 절)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 ַ)וַיִּ בֶ ן שָ ם ִּמזְבֵ ח
그는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וַיִּ קְ ָרא בְ שֵ ם יְ ה ִ֔ ָוה
그는 그곳에 그의 장막을 쳤습니다. () ַויֶט־שָ ם אָ הֳלִ֑ ֹו
이삭의 종들이 그곳에 우물을 팠습니다. ()וַיִּ כְ רּו־שָ ם עַבְ דֵ י־יִּ צְ חָ ק בְ אֵ 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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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잠시 그랄 골짜기로 떠났던 이삭은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팠다. 그 우물은 예전에 아버지 이브라함이
파 놓았던 우물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메워버렸던 그 우물이다. 이삭은 그 우물을 아브
라함이 명명했던 이름으로 다시 불렀다. 이 우물은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장관이었던
비골이 아브라함과 상호 평화 조약을 맺으며 판 우물이다. 아브라함은 우물을 자신이 팠다는 증거로
양과 소를 가져다 주고 언약을 맺었다.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브엘세바라 했다.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다. 이삭은 그 우물을 다시 팠고 아버지가 지었던 이름을 그대로 붙였다. 그 이름이 브엘세바다.
이삭이 그 우물을 굳이 아버지가 명명한 이름 그대로 사용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이 우물이 아
버지 아브라함 대에 이미 블레셋 왕 앞에서 그 소유권이 확정된 우물임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다. 그 당
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우물에 대해 서로 계약을 맺었고 아비멜렉은 그 증거로 아브라함에게 양
과 소를 주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내 놓음으로써 언약을 공증하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 사람들은 후에 그 우물을 불법적으로 메워버렸다. 이삭은 바로 그 우
물을 원상 복구한 것이다.
이삭은 그랄 골짜기에서 다른 우물을 팠다. 아마도 더 많은 식수원이 필요해서였을 것이다. 이삭의 종
들이 골짜기를 팠다.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샘솟았다. 그랄의 목자들이 다시 이삭에게 왔다. 그리고
는 이 우물이 자신들의 파 놓은 우물이라고 우겨댔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섹이라 했다. 그랄
사람들과 이삭이 우물을 놓고 다투었기 때문이다. 이삭은 옮겨 가서 다른 우물을 팠다. 그랄 목자들은
이번에도 그 우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싯나라 했다. 싯나는 ‘고발하
다, 반대하다, 대적하다’라는 뜻이다. 이삭은 또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팠다. 그런데 이번엔 더
이상 그 우물로 인해서 다툼이 일어나지 않았다. 다툼이 없자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 짓
는다. 하나님이 장소를 넓혀주셨다는 의미다.
이삭은 열심히 우물을 팠다. 그랄 사람들은 이삭이 판 우물이 자신들의 것이라 주장했다. 이삭은 싸우
지 않고 조용히 그 우물을 포기했다. 다른 곳으로 옮겨서 우물을 파자 또 물이 나왔지만 이번에도 또
포기했다. 이삭이 마지막으로 판 우물이 르호봇이다. 더 이상 블레셋 사람들과 다툼이 없었다. 도대체
왜 이삭이 왜 우물을 팔 때마다 다툼이 있었으며, 그 때마다 그 우물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순순히 물러섰던 걸까?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피해를 볼지라도 절대로 그들과 다
투지 말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한다. 또 어떤 이들은 블레셋 사람들은 아무리 우물을 파
도 우물이 나오지 않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하나님이 도와 주시기 때문에 어디에 우물을 파든 생
수가 샘솟게 되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오히려 정반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곳은 이삭이 거할 땅이 아니며, 이삭이 정
착할 수 없는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에피소드로로 보아야 한다. 이삭과 그랄 사람들이 우물을 놓고
다툰 이야기는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목초지를 놓고 다툰 이야기를 연상케 한다. 그 때도 이삭의 아버
지 아브라함이 먼저 양보를 했다. 당시 롯은 물과 목초지가 풍부한 소돔을 향해 떠났고, 아브라함은 그
땅에 그대로 남았다. 이번에는 반대다. 이삭은 그 동안 팠던 모든 우물을 포기하고 그곳을 떠나 아버
지가 우물을 파고 맹세를 했던 브엘세바로 다시 올라갔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그날 밤 여호와 하나님이 나타났다. 롯이 아브라함의 곁을 떠났을 때 아브
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사건과 너무 흡사하다. 당시도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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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다. 이번에도 동일하다. 이번엔 이삭이 맹세의 우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브엘세바로 올라가자마자 그날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셨다.
이삭은 세상에서 살기 위해 아둥바둥거려야 했다. 힘들게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을 억울하게 빼앗겼
다. 그리고 다시 자리를 옮겨 우물을 파면 또 다시 다툼이 일어났다. 그것이 세상의 삶이다. 그런 상황
이 계속되는데도 하나님은 언약의 자녀인 이삭을 보호해 주지 않으셨다. 그가 우물을 파고 다툴 때마
다 세상에 의해 탈취당하는 그 모습을 묵묵히 보고만 계셨다. 결국 이삭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아버
지가 파 놓았던 맹세의 우물이 있던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하나님은 이삭이 그랄 땅에서 오랫동안 살
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이삭이 판 우물의 물로 백 배나 되는 풍성한 수확을 거두며 그곳에서 천년만년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이삭이 수고하고 노력한 모든 것을 빼앗기고 다시 브벨세바로 올
라올 때까지 그 인생에 개입하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셨다.
이삭이 마지막으로 판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이다. 에섹을 빼앗기고, 싯나로 다투고, 끝내 르호봇을 얻
었다. 그러니 얼마나 애착이 가는 우물이겠는가? 그 우물을 파고 이삭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라고 선포했다. 그런데 그는 그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이삭은 이내 그곳을 포기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넓은 초원, 풍성한 수자원, 더 이상 다툼없는 평
화로운 삶이 시작된 바로 그 시점에 이삭은 모든 걸 포기하고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성경은 이삭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침묵한다. 대신 브엘세바로 돌아 온 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선포하신다.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내 종 아브라
함을 위하여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이 땅에 번성하게 할 것이다” (창 26:24).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보장된 세상적 풍요를 떠나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우물을 파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며 그
것에 매여 다른 이들과 아귀다툼하며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당장의 풍요 대신 약속의 근원인 하
나님을 의지할 때 당신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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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비멜렉과 이삭이 화친을 맺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6:26~34)
(26 절) 아비멜렉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왔습니다. () ַואֲבִּ ימֶ לְֶך הָ לְַך אֵ לָיו ִּמגְ ָ ִ֑רר
그의 친구 아훗삿과 그의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 ַו ֲא ֻחזַת מֵ ֵר ִֵ֔עהּו ּופִּ יכֹ ל שַ ר־צְ בָ אֹו
(27 절) 이삭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לֵהֶ ם יִּ צְ חִָ֔ ק
당신들은 왜 내게 온 것입니까? ()מַ דּו ַע בָ אתֶ ם אֵ לָ ִ֑י
당신들이 나를 미워했고, 나를 당신들로부터 떠나게 했었습니다.
()וְ אַ תֶ ם ְשנֵאתֶ ם אֹ ִ֔ ִּתי ו ְַתשַ לְ חּונִּ י מֵ ִּא ְתכֶם
(28 절) 그들이 말했습니다. (ֹאמרּו
ְ ) ַוי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 ָראֹו ָר ִּאינּו כִּ י־הָ יָה יְ הוָה עִּ מָ ְך
그래서 우리는 말했습니다. () ַוּנ ֹאמֶ ר
우리가 우리 사이에, 우리와 당신(이삭) 사이에 맹세를 하자.
() ְתהִּ י נָא אָ לָה בֵ ינֹותֵ ינּו בֵ ינֵינּו ּובֵ ינֶ ִֶָ֑֑ך
우리가 당신(이삭)과 언약을 맺자. ()וְ נִּ כְ ְרתָ ה בְ ִּרית עִּ מָ ְך
(29 절)
그러니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 ִּאם־תַ עֲשֵ ה עִּ מָ נּו ָרעָה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 ַכאֲשֶ ר ל ֹא נְ ַגעֲנִ֔ ּוָך
우리가 당신에게 오직 선을 행하여 당신을 평안히 보낸 것처럼,
(ק־טֹוב וַּנְ שַ ֵלחֲָך בְ שָ לִ֑ ֹום
ִ֔ )וְ ַכאֲשֶ ר ע ִָּשינּו עִּ ְמָך ַר
당신은 지금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אַ תָ ה עַתָ ה בְ רּוְך יְ הוָה
(30 절) 이삭이 그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었고, 그들은 먹고 마셨습니다.
() ַו ַיעַש לָהֶ ם ִּמ ְש ִ֔ ֶתה ַוי ֹאכְ לּו וַיִּ ְשתּו
(31 절)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서로 형제에게 맹세했습니다.() ַוי ְַשכִּ ימּו בַ ִ֔ ֹבקֶ ר וַיִּ שָ בְ עּו ִּאיש לְ אָ ִּ ִ֑חיו
이삭이 그들을 보냈고, 그들은 그로부터 평안히 갔습니다. ()וַיְ שַ לְ חֵ ם יִּ צְ חִָ֔ ק ַויֵלְ כּו מֵ ִּאתֹו בְ שָ לֹום
(32 절)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이삭에게 왔습니다. ()וַיְ הִּ י בַ יֹום הַ הּוא ַויָבֹ אּו עַבְ דֵ י יִּ צְ חִָ֔ ק
그들이 그에게 그들이 판 우물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 ַויַגִּ דּו ִ֔לֹו עַל־אֹ דֹות הַ בְ אֵ ר אֲשֶ ר חָ פָ ִ֑רּו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אמרּו לֹו
ְ ) ַוי
우리가 우물을 발견했습니다. ()מָ צָ אנּו מָ יִּם
(33 절) 이삭은 그 우물을 세바라고 불렀습니다. ()וַיִּ קְ ָרא אֹ תָ ּה ִּשבְ עָ ִ֑ה
그래서 그 도시의 이름은 오늘까지 브엘세바입니다.()עַל־כֵן שֵ ם־הָ עִּ יר בְ אֵ ר שִֶ֔ בַ ע עַד הַ יֹום הַ זֶ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비멜렉이 그랄로부터 왔다. 이 또한 낯익은 광경이다. 예전에도 우물 때문에 아브라함과 블레셋 백
성들이 다투었고 그 일로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아브라함을 찾아온 적이 있다. 그런데 이
번에는 군대 장관 비골과 함께 친구 아훗삿을 데리고 왔다. 아훗삿 () ֲא ֻחזַת은 ‘소유’라는 의미다. 그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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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통치권자인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골은 물론이고, 소유권을 입증해 줄 아훗삿까지 함께 대동
하고 왔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사건이다. 이삭은 그들을 보자마자 그 동안 우물 문제로 그랄 사람들
에게 당한 일들을 낱낱이 얘기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이삭은 그간에부당하게 당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 억울한 심정을 하소연했을 것이다. 그러자 그들이 이삭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우리 사이에
우리와 당신 사이에 맹세를 하자. 우리가 당신과 언약을 맺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악을
행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건드리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당신에게 오직 선을 행하여 당신을 편
안하게 보낸 것처럼…당신은 지금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창 26:28~29).
그들이 먼저 이삭에게 화친을 제의했다. 그들은 이삭을 괴롭히는 와중에서도 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유심히 살핀 모양이다.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솟구쳐 올랐다. 물이 귀한 그 지역에서 우
물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생명의 근원이요 젖줄이었다. 하지만 물줄기를 정확히 찾아내어 우물을
판다는 건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그랄 사람들은 아무리 물줄기를 찾으려 해도 제대로 찾아낼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삭은 달랐다. 그에게 우물 파는 일은 식은 죽 먹기처럼 쉬운 일이었다. 이삭은 마치
그 장소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처럼 파는 족족 물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그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이삭이 파 놓은 우물을 빼앗는 것뿐이었다. 그 때마다 이삭은 다툼
을 피하려고 장소를 옮겨 우물을 팠다. 그 과정을 지켜 본 아비멜렉은 이삭이 예삿사람이 아니라는 것
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오래 전 그 땅에 나그네로 들어온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떠올렸을 것이다. 그
의 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
각했다. 생각이 거기에까지 미치자 그는 이삭과 얼른 화친을 맺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고 판단했
다. 그래서 그는 이삭이 머물고 있는 브엘세바로 왔고 지금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당신은 지금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라고 말했다. 이방인의 눈에 비친 이삭의
모습이 그랬다. 누군가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그의 뒤를 봐주고 있지 않다면 이삭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 우리 역시도 그들과 비슷하다. 그랄 땅에서의 이삭의 삶을 보면 우리 역
시도 자연스럽게 세상적인 번영을 떠 올리게 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흔히 인간
들이 생각하는 복에 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삭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그런 의미에서 겉으로 보기에 이삭이 누린 축복은 모든 그리스도
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은 아닌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원천을 단지
이 세상에서 누리는 풍요로운 삶에서 찾지 않았다. 겉으로 보기에 풍요롭고 여유있는 삶을 살든, 아니
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든 상관없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 기쁨의 원천은 지금 누리고 있는 풍족한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상 기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리고 이런 기쁨을 누리는 것이 ‘비결’이라고까지 했다. 빌립보서 4장 10절~13 절을 읽어보자.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하므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
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
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빌 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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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했다.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가 부족하면 전
전긍긍하고, 힘든 상황이 오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조차 무너져 내린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실제 삶은 늘 세상의 영광을 쫓아 아둥바둥 살아간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
람들의 모습이 아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을 계속 지켜 보며 그에게 일어나는 일이 예사롭지 않음을 보
고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한 것처럼 우리들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지 않고 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산다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언제가는 반드시 우리에게 질문해
올 것이다. ‘당신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힘든 상황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고 살 수 있느냐?’고…사도 베
드로는 이렇게 권면한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
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벧전 3:14~15).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의로 인해 핍박을 받을 수도 있고,
삶의 형편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며, 때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주변의 시선을 감내해야 할 때
도 있다. 적어도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본분을 지키고 살려면 감내해야 할 고난은 분명히 있
다. 그때 그 모든 상황을 기쁨으로 대한다면 그들 중 적어도 몇 명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
길래 그럴 수 있는지 물어올 것이다. 그 때 답할 것을 미리 준비해 두라는 말이다.
이삭은 잔치를 베풀어 그들을 극진히 대접했다. 그가 살고 있는 브엘세바에서 그는 이방인이고 나그
네였다. 그곳은 그가 영원히 거할 약속의 땅이 아니다. 언젠가는 그곳을 떠나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오늘만큼은 이삭이 이곳의 주인이다. 이삭이 특별히 잘한 게 있어서도 아니요, 강한 힘이 있어서
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
대 앞에서조차 당당할 수 있는 이유도 동일하다. 바로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묵묵히 십자
가의 길을 가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진짜 복 받은 자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스스로를 복 받은 자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아니라면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주시
는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 어떻게 다를까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깨달은 자
는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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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근심거리가 된 에서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26:34~35)
(34절) 에서가 40 세가 되었을 때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וַיְ הִּ י עֵשָ ו בֶ ן־אַ ְרבָ עִּ ים שָ ִָ֔נה וַיִּ קַ ח ִּאשָ ה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을, (הּודית בַ ת־בְ אֵ ִּרי הַ חִּ ִּ ִ֑תי
ִִּ֔ ְ)אֶ ת־י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וְ אֶ ת־בָ ְש ִ֔ ַמת בַ ת־אֵ יֹלן הַ חִּ ִּתי
(35 절) 그들은 이삭과 리브가에게 마음의 근심이 되었습니다. ()ו ִַּתהְ יֶין ָ מֹ ַרת ִ֑רּוחַ לְ יִּ צְ חָ ק ּולְ ִּרבְ קָ 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에서의 나이 사십이 되었다. 그는 아내 둘을 얻었는데 둘 모두 헷 족속의 딸들이었다. 한 여인의 이름
은 브에리의 딸 유딧이고 다른 한 여인은 엘론의 딸 바스맛이다. 그 당시 남자 나이 사십이면 결혼 적
령기를 한참이나 지난 늦은 때인데, 그 나이에 헷 족속 여인들과 결혼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는가?
그런데 에서의 두 아내로 인해 이삭과 리브가는 마음에 근심거리가 생겨났다. 성경은 무엇 때문에 근
심을 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읽고 있는 책이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이
라면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에서가 아내로 맞이한 두 여인은 모두 헷 족속이다. 헷 족속은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의 아들 가나안
의 후손이다. 그들은 처음부터 저주의 대상이었고, 진멸의 대상이었다.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들은 정복의 대상이자 진멸의 대상이었다 (신 7:1참조). 당연히 그들과의 결혼은 금지되었다. 특히
헷 족속들은 아브라함 당시에는 헤브론 지역에 몰려 살았고,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이스라엘이 가나
안 정복에 나섰을 때에는 벧엘 지역을 중심으로 그 근처에 모여 살고 있었다. 당시 벧엘 근처 지역은
‘헷 족속의 땅’이라는 별칭으로 불리워졌을 정도다 (삿 1:26). 창세기 이야기를 접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헷 족속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진멸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다. 따라서 에서가 헷 족속의
여인들과 혼인을 했다는 것은 그 자체로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었다. 비난 받을 뿐 아니라 이미 약속의
자녀 반열에서 이탈했음을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여기에만 그치지 않는다. 성경은 에서가 아내로 들인 두 여인의 이름을 소상히 밝히고 있다. 참
고로 아브라함의 맏아들 이스마엘도 애굽 여인과 혼인을 했다고 기록돼 있지만 그 이름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창 21:21참조). 알다시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름에는 뜻이 있고, 그 이름의 뜻이 그의 삶
을 말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름만으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
달하는 경우도 있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는 뜻이다. 에서가 혼인한 두 여인의 이름을 소상히 밝혀
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히 그의 아버지 이름까지 밝혀 놓았으니 분명 깊은 뜻이 있음이 분명하다.
에서의 첫 아내 이름은 유딧 (הּודית
ִִּ֔ )이다. 그는 브에리 ()בְ אֵ ִּרי의 딸이다. 유딧은 ‘찬양’이라는 뜻이고
‘브에리’는 ‘신의 우물’이라는 뜻이다. 유딧은 공교롭게도 유다와 그 어근이 같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
다도 ‘찬양’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다. ‘신의 우물’로부터 나온 ‘찬양’! 얼마나 멋진 이름인가? 그런데
11

같은 찬양이라도 그 대상에 따라 의미는 얼마든지 달라 질 수 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지만 때
론 부처나 인간을 찬양할 수도 있다. 각각의 종교는 자신들만의 신을 찬양한다. 헷은 가나안의 아들로
가나안 땅의 신을 찬양했다. 유딧은 바로 그 이름대로 에서의 마음을 여호와에게서 그녀가 믿고 있는
신에게로 돌린 자다. 여호와의 언약을 받은 이삭이 이런 에서 때문에 얼마나 마음 고통이 심했겠는가?
이방신의 향기가 풍기기는 엘론의 딸 바스맛도 마찬가지다. 바스맛 ()בָ ְש ִ֔ ַמת은 ‘향기’라는 뜻이다. 그
의 아버지 엘론( )אֵ יֹלן이 ‘매우 강하고 화려한’이라는 뜻이니 이런 바스맛의 향기에 취하지 않을자가
누구이겠는가? 그녀는 아마도 질식할 정도의 강렬한 향기로 에서를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가나안 땅
의 신인 바알에게로 이끌었을 것이다.
에서에 관한 이 기록은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에서의 이 사
건을 반면 교사로 삼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그들은 결국 에서와 같은 길을 걸었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 고된 훈련을 받게 된다.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헷 족속 출신임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편
입된 자들도 있었다. 알다시피 솔로몬 왕의 어머니 밧세바는 원래 헷 족속 출신의 용사 우리아의 아내
였다. 그는 다윗이 자기 아내를 간음한 일로 인해 그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기도 했다.
성경이 에서의 아내들에 대해 언급한 이유는 이 때문이다. 이 세상 사람들, 특히나 정복의 대상인 가
나안 사람들이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훨씬 매력적이고 중독성 강한 신이어서 한
번 빠져들면 헤어나오기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 말로는 하나
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가 있다. 슬프게도 그는 하나님이 아닌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 그랬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목숨까지 내건 사람들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대적하고 그를 죽이는 우를 범했다. 만약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을 믿으면 세상의 부와 명예와 권세를 얻게 된다고 전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어쩌면 에서일지도 모른
다. 언약의 후손에서 이탈해 버린 장자 에서 말이다. 당신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에서의 혼인을 보
며 각자 스스로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기 바란다.

묵상을 위한 질문
에서가 헷 족속의 딸과 혼인한 일이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었던 것처럼 혹시 당신이 하나님께
근심거리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
나요? 다른 종교의 신과 비교할 때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신과 어떻게 다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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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와라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27:1~5)
(1 절)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의 큰 아들 에서를 불러서 그
에게 말했습니다.( )וַיְ הִּ י כִּ י־זָקֵ ן יִּ צְ חִָ֔ ק ו ִַּתכְ הֶ ין ָ עֵינָיו מֵ ְראִֹ֑ ת וַיִּ קְ ָרא אֶ ת־עֵשָ ו בְ נֹו הַ גָדֹ ל ַוי ֹאמֶ ר אֵ לָיו
내 아들아. ()בְ ִ֔ ִּני
에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 לָיו
제가 여기 있습니다. ()הִּ ּנֵנִּי
(2 절) 이삭이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보라. 나는 늙었다. ()הִּ ּנֵה־נָא ז ַ ִָ֑קנְ ִּתי
나는 내가 죽을 날을 알지 못한다. (מֹותי
ִּ )ל ֹא יָדַ עְ ִּתי יֹום
(3 절)
지금 너는 너의 기구, 너의 화살통과 화살을 들고 들로 나가서
()וְ עַתָ ה שָ א־נָא ֵכ ִֶ֔ליָך תֶ לְ יְ ָך וְ קַ ְש ֶ ִ֑תָך וְ צֵ א הַ שָ ִ֔ ֶדה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라. ()וְ צּודָ ה לִּ י צֵ ידָ ה
(4 절)
그리고 나를 위해 내가 사랑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 ַועֲשֵ ה־לִּ י מַ ְטע ִַּמים ַכאֲשֶ ר אָ הַ בְ ִּתי
그것을 나에게 가져와서 내가 먹게 해라. ()וְ הָ בִּ יאָ ה לִּ י וְ אֹ כֵ ִ֑ לָה
그로 인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בַ עֲבּור ְתבָ ֶרכְ ָך נַפְ ִּשי בְ טֶ ֶרם אָ מּות
(5 절) 리브가는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וְ ִּרבְ קָ ה שֹ ִ֔ ַמעַת בְ דַ בֵ ר יִּ צְ חִָ֔ ק אֶ ל־עֵשָ ו בְ נִ֑ ֹו
에서는 사냥감을 가져오기 위해 들로 사냥을 나갔습니다. () ַו ֵילְֶך עֵשָ ו הַ שָ ִ֔ ֶדה לָצּוד צַ יִּ ד לְ הָ בִּ יא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세월이 흘러 이삭도 많이 늙었다. 이삭은 나이 마흔에 결혼을 했고 예순에 쌍둥이를 얻었다. 그리고
그의 나이 백세에 에서가 헷 족속 여자를 아내로 맞았다.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흘렀다. 추정컨대 야
곱이 에서를 피해 라반에게로 도망갈 당시에 나이가 77세 였으니, 이 사건은 이삭의 나이 137세에 일
어난 일이다. 알다시피 이삭이 죽을 때에 나이가 180살이었다. 그런데 그는 137살에 이미 시력을 상
당히 상실한 상태였다. 이 사건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라고
시작한다. 이 구절은 이삭이 시력을 상실한 것이 이 사건에 미칠 영향에 대한 복선인 셈이다.
이삭은 시력이 점점 약해져 바로 앞에 있는 사물을 분간하기도 어려워지자 마음이 급해졌다. 어느 날
그는 에서를 불렀다. 죽기전에 장자권을 에서에게 물려 주고 그를 축복하기 위해서였다. 이삭은 에서
에게 밖에 나가 사냥을 해서 자기를 위해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명한다. 늘 그러하듯 에서는 활과 화
살통을 들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번에는 발걸음이 더더욱 가벼웠다. 에서의 나이 77 세였지만 그는
쏜살같이 사냥을 하기 위해 들로 나갔다. 이삭이 에서에게 한 명령은 이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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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나는 늙었다. 나는 내가 죽을 날을 알지 못한다. 지금 너는 너의 기구 너의 화살통과 화살을 들고
나가서 나를 위해서 사냥을 해라 그리고 나를 위해 내가 사랑하는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나에게 가
져와서 내게 먹게 해라. 그로 인해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창 27:2~4).
에서를 향한 이삭의 이 명령은 겉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상은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삭은
에서에게 행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다. 먼저 반드시 사냥을 해야 한다. 집에서 기르는 짐
승을 잡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냥에 쓰이는 도구도 에서의 것이여야 한다. 늘 에서가 지니고 다니
고 그에게 익숙한 도구를 사용해서 사냥을 하라고 했다. 그리고 사냥한 짐승으로 별미를 만드는 것도
에서의 몫이다. 에서는 평소에도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 이삭에게 드렸고, 이삭은 에서가
만들어 준 요리를 즐겼던 것 같다. 그리고 그 때문에 이삭은 에서를 더욱더 사랑했다.
“네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해라!” 이 명령은 그리스도의 은혜에 정확히 반대되는 개념이다. 은혜는 내
스스로 뭔가를 하는 것을 내려 놓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리고 염치없지만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다. 그런 점에서 이삭은 에서에게 일종의 율법을 집어넣어 준 것이다. 사실 에서
는 그런 이삭의 명령이 편했다. 사냥을 해서 별미를 만드는 것은 에서에게는 식은 죽 먹기나 마찬가지
였으니까. 예수님 당시 율법을 지키던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다.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
을 어기는 것보다 훨씬 쉬웠다.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안 하면 된다. 그러니 굳이 안식일에 일을 해서
욕을 먹을 필요가 없지 않는가? 율법은 지키면 지킬 수록 자신의 가치를 높여준다. 하나 둘 지키다 보
면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고, 그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려는 욕망이 생긴다. 그 결과 율법
은 사람들 간에 차이를 만들어 낸다. 행할 수 없는 사람들과 행할 수 있는 사람들의 차이는 곧 의로움
의 차이로 이어진다. 인간들은 서로의 의를 비교하고 키재기하는데 익숙하다. 하지만 자신의 능력에
의존하는 것만큼 부질없는 일도 없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말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써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
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써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갈 2:16).
이 구절은 인간의 능력으로는 율법을 도저히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음을 강조하는 말이 아니다. 그보다
는 설령 인간이 모든 율법을 다 지켜낸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 왜냐하면 하
나님의 구원의 기준은 인간의 행위가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기 때문이다. 인간이 의로운 일을
행할 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만들어진 그 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기준으
로 정하셨기 때문이다. 우리들 중에는 실제로 의롭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 어떤 이들은 평생을 하나님
을 위해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가서 그곳에 뼈를 묻는 분도 있다. 또 다른 이들은 불우한 이웃을 돕는
데 평생을 바친 분들도 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 온 여인처럼 의로움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도 있다. 계속되는 사업 실패로 인해 힘들어 하는 분들도 있고, 죄책감으로 인해 괴
로움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이 쌓은 업적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인간의 노력을 통해 얻어진 결과
를 토대로 의를 측정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다. 인간들이 실수로, 또는 고의로 죄를 범했다 할지
라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결코 방해물이 될 수가 없다. 하나님은 그분 앞에 제물
로 드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평가하시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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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이삭의 이야기를 들은 에서는 힘차게 활과 화살이 잔뜩 들은 화살통을 어깨에 메었다. 그리고
얼른 밖으로 나갔다. 스스로의 능력으로 아버지의 축복을 쟁취하겠다는 일념으로…바로 그 순간 이
삭의 이야기를 가만히 엿듣고 있는 이가 있었다. 아내 리브가였다. 순간 리브가의 머리가 빠르게 회전
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야곱을 지나치게 편애한 나머지 모종의 음모를 도모하기에 이르렀다. 에서와
야곱 사이에 비극은 이렇게 싹트고 있었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에게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자신을 내세우기 위한 멋진 방편이 되나요? 아니면 스스로
의 실존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됩니까? 율법을 통해 당신은 누구 앞에 서게 되었나요? 그때 당신이 깨
닫고 알게 된 은혜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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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야곱이 한일이 뭔가?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27:6~17)
(6 절) 리브가가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וְ ִּרבְ קָ ה אָ ְמ ָ ִ֔רה אֶ ל־ ַיעֲקֹ ב בְ נָּה לֵאמִֹ֑ ר
보라. 내가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는데, 말하기를,
() הִּ ּנֵה שָ מַ עְ ִּתי אֶ ת־אָ ִִּ֔ביָך ְמדַ בֵ ר אֶ ל־עֵשָ ו אָ חִּ יָך לֵאמֹ ר
(7 절)
내게 사냥한 것을 가져와서 나를 위해 별미를 만들고 내가 먹게 해라.
() הָ בִּ יאָ ה לִּ י צַ יִּ ד ַועֲשֵ ה־לִּ י מַ ְטע ִַּמים וְ אֹ כֵ ִ֑ לָה
내가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
(מֹותי
ִּ ) ַואֲבָ ֶרכְ כָה לִּ פְ נֵי יְ הוָה לִּ פְ נֵי
(8 절)
그러니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명령하는 대로 내 말을 들어라.
() וְ עַתָ ה בְ נִּ י ְשמַ ע בְ קֹ ִּ ִ֑לי ַלאֲשֶ ר אֲנִּ י ְמצַ ּוָה אֹ תָ ְך
(9 절)
지금 바로 염소떼로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 마리를 나에게 가져와라.
()לְֶך־נָא אֶ ל־הַ ִ֔צ ֹאן וְ קַ ח־לִּ י ִּמשָ ם ְשנֵי גְ דָ יֵי עִּ זִּים טֹ ִּ ִ֑בים
내가 그것들을 네 아버지가 사랑하는 별미로 만들 것이다.
() וְ אֶ עֱשֶ ה אֹ תָ ם מַ ְטע ִַּמים לְ אָ בִּ יָך ַכאֲשֶ ר אָ הֵ ב
(10 절)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면 그가 먹을 것이다. ()וְ הֵ בֵ אתָ לְ אָ בִּ יָך וְ אָ כָ ִ֑ל
그로 인해 그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할 것이다. (עבֻר אֲשֶ ר יְ בָ ֶרכְ ָך לִּ פְ נֵי מֹותֹו
ֲ ַ)ב
(11 절) 야곱이 그의 어머니 리브가에게 말했습니다. (ל־רבְ קָ ה ִּא ִ֑מו
ִּ ֶ) ַוי ֹאמֶ ר ַיעֲקִֹ֔ ב א
보세요. 제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הֵ ן עֵשָ ו אָ חִּ י ִּאיש שָ ִ֔ ִּער
그러나 저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וְ אָ נֹ כִּ י ִּאיש חָ לָק
(12 절)
아마도 제 아버지께서 저를 만지실 것입니다. ()אּולַי יְ מֻשֵ נִּ י אָ ִִּ֔בי
제가 그의 눈에 그를 업신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יתי בְ עֵינָיו כִּ ְמתַ עְ ֵ ִ֑ת ַע
ִּ ִּ)וְ הָ י
제가 제 자신에게 복이 아닌, 저주를 가져올 것입니다. (אתי ָעלַי קְ ָללָה וְ ל ֹא בְ ָרכָה
ִּ ֵ)וְ הֵ ב
(13 절)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 ַות ֹאמֶ ר לֹו ִּא ִ֔מֹו
너의 저주는 나에게 돌릴 것이다, 내 아들아. () ָעלַי קִּ לְ ל ְָתָך בְ ִּנִ֑י
너는 단지 내 말을 들어라. ()אַ ְך ְשמַ ע בְ קֹ לִּ י
가서 나에게 가져와라. ()וְ לְֵך קַ ח־לִּ י
(14 절) 그는 가서 (두 마리를) 골랐고, 그의 어머니에게 가져왔습니다. () ַו ֵילְֶך וַיִּ קִַ֔ ח ַויָבֵ א לְ ִּא ִ֑מֹו
그의 어머니는 그의 아버지가 사랑하는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וַתַ עַש ִּאמֹו מַ ְטע ִִַּ֔מים ַכאֲשֶ ר אָ הֵ ב אָ בִּ יו
(15 절) 리브가는 그녀의 집에 있는, 그녀의 큰 아들 에서의 좋은 옷을 가져와서
() ו ִַּתקַ ח ִּרבְ קָ ה אֶ ת־בִּ גְ דֵ י עֵשָ ו בְ נָּה הַ גָדֹ ל הַ ֲחמ ִ֔ ֹֻדת אֲשֶ ר ִּאתָ ּה בַ ָבִ֑יִּ ת
그녀는 그녀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혔습니다. ()וַתַ לְ בֵ ש אֶ ת־ ַיעֲקֹ ב בְ נָּה הַ קָ טָ ן
(16 절) 그녀는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그의 목에 매끈매끈한 부분에 붙였습니다.
(ָאריו
ָ )וְ אֵ ת עֹ רֹ ת גְ דָ יֵי הָ עִּ ִ֔ ִּזים הִּ לְ בִּ ישָ ה עַל־י ָ ִָ֑דיו וְ עַל חֶ לְ קַ ת צַ ּו
(17 절) 그녀는 그녀의 아들 야곱의 손에 그녀가 만든 떡과 별미를 주었습니다.
(ָשתָ ה בְ יַד ַיעֲקֹ ב בְ נָּה
ִ֑ ָ ) ו ִַּתתֵ ן אֶ ת־הַ מַ ְטע ִַּמים וְ אֶ ת־הַ לֶחֶ ם אֲשֶ ר 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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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리브가는 마음이 급해졌다. 에서는 뛰어난 사냥꾼인데다 요리 실력도 수준급이다. 사냥과 요리를 통
해 아버지의 마음을 사로잡은 아들이 에서다. 리브가는 쌍둥이 아들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다. 오랜세월이 흘렀지만 그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은 리브가의
마음판에 또렷이 새겨져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이 뒤집혀질 위기에 처했다. 리브가는
자신이 사랑하는 야곱을 불렀다. 야곱은 시쳇말로 집돌이였다. 그날도 장막에서 별로 하는 일 없이 빈
둥거리고 있었을 것이다. 마음이 급해진 리브가는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보라. 내가 네 아버지가 네 형 에서에게 하는 말을 들었는데, 그가 말하기를, ‘내게 사냥한 것을 가져
와서, 나를 위해 별미를 만들고, 내가 먹게 해라. 내가 죽기전에 여호와 앞에서 너를 축복할 것이다.’그
러니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명령하는대로 내말을 들어라. 지금 바로 염소 때로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두마리를 나에게 가져와라. 내가 그것들을 네 아버지가 사랑하는 별미로 만들 것이다. 네가
그것을 네 아버지께 가져다 드리면 그가 먹을 것이다. 그로 인해 그가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할 것이다”
(창 27:6~10).
리브가는 지금 이삭을 속여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 하고 있다. 이삭은 에서에게 들로 나가 직접 사냥
을 해 오라고 했는데 리브가는 야곱에게 집에서 키우고 있는 염소 새끼 두 마리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또 이삭은 에서에게 직접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했는데 리브가는 야곱을 대신해서 자기가 요리를 해
주겠다고 했다. 야곱이 할 일을 리브가가 전부 다 대신 해주는 꼴이다. 문제는 야곱이다. 어머니 리브
가가 그런 제안을 할 때 정상적인 남자라면 어머니를 말리며 차라리 형과 공정하게 경쟁하겠다고 하
거나, 아니면 고분고분하게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양보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야곱은 리
브가보다 한 술 더 뜬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에게 한 말을 들어 보자.
“보세요. 제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는 매끈매끈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제 아버지
께서 저를 만지실 겁니다. 제가 그의 눈에 그를 없신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에게 복이
아닌, 저주를 가져 올 것입니다” (창 27:11~12).
야곱이 정상적인 윤리관을 가진 사람이라면 결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이렇게 말
해야 정상이 아닐까 싶다.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이건 아닙니다. 아무리 장자권이 중요하고 아버지
의 축복이 중요하다지만 이런 식으로 장자권을 얻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한 술
더 떠 어머니의 계획만으로는 완전 범죄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좀더 완벽한 눈속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쯤되면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다 알 것이다. 그에게 양심이라고는 찾
아 볼 수가 없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비열한 인간의 전형이다.
거기다 야곱은 무능력하기까지 하다. 그저 걱정만 할 뿐 속수무책이었다. 그런 그의 고민을 해결해 주
는 것도 역시 리브가의 몫이다.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시키는 대로 염소 두 마리를 골라왔다. 그러
자 리브가는 그걸로 이삭이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었다. 요리를 마친 리브가는 야곱을 에서로 만들기
위한 작전에 돌입했다. 그녀는 에서의 장막으로 들어가 에서가 입던 옷을 가지고 와서는 야곱에게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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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다. 그런데 밖으로 들어난 손과 목이 문제였다. 리브가는 염소의 가죽을 매끈매끈한 야곱의 손과 목
에 붙였다. 그리고는 자기가 만든 요리를 야곱의 손에 들려 주었다.
보통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부분에서 실소가 터져 나오는 게 정상이다. 이 얼마나 뻔뻔하고 야비한 행
동인가? 야곱을 열심히 에서로 위장해 주는 엄마 리브가도 그렇고 한술 더 떠 이를 당연하게 받아들
이는 야곱도 그렇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의아하지 않는가?
이 순간 야곱은 어디로 갔는가? 그는지금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있다. 그의 목과 손은 죽은 염소의 가죽
으로 가려졌다. 그리고 그가 아버지께로 들고 간 음식은 아버지 이삭이 키운 염소 새끼를 잡아 만든 것
이다. 게다가 엄마 리브가가 요리해 준 별미였다. 도대체 야곱이라는 인간은 어디서 뭘 하고 있는가?
자기가 한 일이라고는 요리를 들고 이삭 앞에 나가는 것뿐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그런데 야곱의 이러한 야비한 행동이 구원을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도구라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
이 드는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우리가 한 게 무엇이 있는가? 율법주의자들은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의를 입증하라고 닥달한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노력한다. 자기 화살통을 지고 활을
들고 직접 사냥을 하러 나간 에서처럼 말이다. 그런데 정작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들이 아니었다. 자
기들이 쌓은 의라고는 눈꼽만치도 없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공로
로만 구원받았다. 그들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내 놓
았다. 내가 일하고, 내가 만든 나의 의라고는 단 하나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나의 의로 주
장하는 것, 그것이 구원이다. 참으로 뻔뻔하고 염치없는 행동이다. 그렇기에 구원받는 자는 반드시 야
곱처럼 비열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고, 누구든 야곱의 길을 걷게 되어 있다. 이것이 구원이라는 단어
가 지니고 있는 모순된 이중성이다. 에서처럼 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철저하게 맏형인 예수님으
로 자신을 위장해야 한다. 그래야 장자권을 획득할 수 있다. 우리가 함부로 야곱을 욕할 수 없는 이유
가 바로 그 때문이다. 야곱의 비열한 행동을 계속 지켜보는 것이 너무도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
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야곱의 모습에 오버랩되고 있기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 과정이 누구의 모습을 닮았습니까? 에서입니까, 아니면 야곱입니
까? 구원이 장자권을 획득하는 필수 과정이라면 당신에게 그 장자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
님의 장자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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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27:18~20)
(18 절) 야곱은 그의 아버지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 ַו ָיב ֹא אֶ ל־אָ בִּ יו ַוי ֹאמֶ ר
나의 아버지. ()אָ ִּ ִ֑בי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내가 여기 있다. 너는 누구냐? 내 아들아. ()הִּ ִֶּ֔נּנִּ י ִּמי אַ תָ ה בְ נִּי
(19 절) 야곱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יעֲקֹ ב אֶ ל־אָ בִּ יו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אָ נֹ כִּ י עֵשָ ו בְ כֹ ֶ ִ֔רָך
제가 아버지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을 만들었습니다. (יתי ַכאֲשֶ ר ִּדבַ ְרתָ אֵ לָ ִ֑י
ִּ )ע ִָּש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한 것을 드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저를 축복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ידי בַ עֲבּור ְתבָ רֲ כַּנִּ י נַפְ שֶ ָך
ִִּ֔ ֵ)קּום־נָא ְשבָ ה וְ אָ כְ לָה ִּמצ
(20 절)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יִּ צְ חָ ק אֶ ל־בְ נִ֔ ֹו
어떻게 너는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내 아들아. ()מַ ה־זֶה ִּמהַ ְרתָ לִּ ְמצ ֹא בְ ִּנִ֑י
그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 앞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כִּ י הִּ קְ ָרה יְ הוָה אֱֹלהֶ יָך לְ ָפנָי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가 집에서 키운 염소 새끼를 잡아 정성스럽게 요리한 별미 음식을 들고 아버지
이삭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버지를 불렀다. “나의 아버지!” (אָבִ֑י
ִּ ). 아마도 그의 목소리는
떨렸을 것이다. 행여나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까봐 마음을 졸이며 나갔을 것이다. 얼마나 두려웠겠는
가? 만약에 이삭이 눈치를 채고 의심을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물거품이 된다. 그런데 다행히 이삭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이삭은 “나의 아버지”라는 소리를 듣자 반갑게 아들을 맞이했다.
“내가 여기 있다. 너는 누구냐? 내 아들아!”
이삭은 긴가민가 했다. 분명 아들의 목소리가 맞기는 한데 에서인지 야곱인지 당췌 분간을 할 수가 없
었다. “너는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은 야곱은 적잖이 당황했을 것이다. 지금은 반드시 에서여야 한다.
야곱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모든 것이 끝장이다. 어떻게 해서든 아버지로 하여금 자신을 에서로 믿
게 만들어야 한다. 이제 그 첫 관문이다. 야곱은 자신을 ‘어버지의 맏아들 에서’라고 소개한다. ‘맏아들
에서!’ 야곱이 얼마나 원했던 자리인가? 그가 지금 아버지의 눈을 속이고 맏아들 에서가 되어 축복을
받기 위해 아버지 이삭 앞에 앉아 있다.
우리들이 딱 그런 모습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들이 잘 나서가 아
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옷 입고 있어서다. 게다가 그 옷조차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만들어 입은 것
이 아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직접 자기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다. 그렇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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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이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설명되는 사람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만들
어 놓은 도덕적 공로, 율법적 열매, 그 모든 것을 내려 놓고 오직 예수님의 공로만 힘입어 하나님께 나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의와 동일하다. 그리스
도인의 정체성이 그렇다. 아무리 못난 사람도,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도, 십자가에 달려 사형을
당하는 강도도 모두 그리스도로 자신의 의를 설명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다. 지
금 야곱은 자신을 형 에서로 소개하고 있다. 분명 야곱이면서도 아버지 이삭에게 자신을 에서로 설명
하는 야곱의 모습은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나설 자격이 없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스스로를 설명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영락없이 닮았다. 그래서 이렇게 사기꾼 같고 야비한 야곱을 나무랄 수가 없는
것이다. 야곱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신을 에서라고 속이는 야곱에게 이삭이 말한다. “어떻게 너는 이렇게 빨리 잡았느냐? 내 아들아.” 이
삭은 아무리 생각해도 뭔가 이상한 것 같았다. 평소에 에서가 하던 걸 생각해 보면 들로 나가서 사냥
을 하고 그것을 별미로 만들어 오려면 적어도 한나절은 족히 소요될 것이다. 그런데 너무 빨리 사냥
해서 별미를 만들어 왔다 싶으니 이삭이 이런 질문을 한 건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야
곱의 대답이 참으로 어이가 없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제 앞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젠 하다하다 하나님까지 들먹이며 거짓말을 늘어 놓는 야곱을 보면 할 말을 잃고 만다. 거짓말도 유
분수지 이제는 하나님까지 들먹이다니 해도해도 너무한 것 아닌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셨다는데
아무리 이삭이라 한들 무슨 토를 달 수 있겠는가? 이삭은 하나님이라는 말 앞에 자신의 합리적 의심
을 곧바로 거두어 들였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은 것은 왜일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자. 거룩하고 흠없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거
룩함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실 거룩함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찾아
볼 수 없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별짓 다 하고 살았다. 태어나 자라면서 청소년기에는 부모들에게 반
항도 했었고, 대학에 가서는 젊은 치기로 세상의 향락도 즐겼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서는 명문 대
학이 뭐라고 거기를 보내는데 온갖 정력과 돈을 쏟아 붓느라 바빴다. 그렇게 세상의 논리대로 아둥바
둥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섰다. 그 동안 내어 왔던 헌금도, 교회에 봉사했던 선한 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사는 동안 뭘 했느냐고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
구인가를 물으신다. 어떻게 해서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 그 때 우리는 무슨
대답을 할 것인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단 하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를 통해 만들어 내신 그 의로움과 거룩함을 제게 주셔서 제가 그
것을 힘입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어찌보면 얌체같은 고백이 아닌가? 여기서 나라는 존재는 사라지고 없다.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는 유
일한 방법은 하나님 스스로가 하신 약속 밖에 없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힘 입어 오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우리는 그 약속 하나만 믿고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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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 서는 것이다. 그때 우리는 야곱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여호와 하나님
께서 제 앞에 이 일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그리스도의 공로만
믿고 하나님 앞에 섰으니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우리의 구원은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철저하게
맏형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이다. 그러나 명심할 것이 있다. 구원은 그
렇게 받는 거지만 구원 받은 후의 삶은 결코 녹록하지 않다. 그때부터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 철저하게
훈련받는 힘든 시간이 될 것이다. 마치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후에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
아래서 혹독한 훈련을 받은 것처럼…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나요? 그 과정에 당신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 우리 삶의 시작점이라면 구원받은 우
리에게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 기대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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