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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정말로 내 아들 에서인가? (주일)
오늘의 본문 (창 27:21~25)
(21 절) 이삭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יִ צְ חָ ק אֶ ל־ ַיעֲקֹֹּ֔ ב
가까이 와라, 내 아들아. ()גְ שָ ה־נָא
네가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 볼 것이다, 내 아들아.
(ֻשָך בְ ִנִ֑י הַ אַ תָ ה זֶה בְ נִ י עֵשָ ו ִאם־ל ֹּא
ְ ) ַו ֲאמ
(22 절)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וַיִ גַש ַיעֲקֹּ ב אֶ ל־יִ צְ חָ ק אָ בִ יו
이삭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שהּו ַוי ֹּאמֶ ר
ִ֑ ֵ )וַיְ מ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그의 손은 에서의 손이다.()הַ קֹּ ל קֹול ַיעֲקֹֹּ֔ ב וְ הַ יָדַ יִם יְ דֵ י עֵשָ ו
(23 절) 이삭은 야곱의 형 에서의 손처럼 그의 손에 털이 많으므로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ירֹו כִ י־הָ יּו יָדָ יו כִ ידֵ י עֵשָ ו אָ חִ יו ְשעִ ִ֑רֹּ ת
ֹ֔ ִ)וְ ל ֹּא הִ כ
그리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וַיְ בָ ְרכֵהּו
(24 절) 그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너는 정말로 내 아들 에서인가? (ֵשו
ִ֑ ָ )אַ תָ ה זֶה בְ נִ י ע
그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그렇습니다. ()אָ נִ י
(25 절) 이삭이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나에게 가까이 가져와라. ()הַ גִ שָ ה לִ י
내가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 וְ אֹּ כְ לָה ִמצֵ יד בְ ֹ֔ ִני לְ מַ עַן ְתבָ ֶרכְ ָך נַפְ ִ ִ֑שי
야곱은 그에게 가까이 가져갔고 그는 먹었습니다. () ַו ַיגֶש־לֹו ַוי ֹּא ַֹ֔כל
야곱은 포도주를 가져갔고 그는 마셨습니다. () ַויָבֵ א לֹו יַיִ ן ַוי ְֵש ְת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슬아슬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던 야곱에게 또 다시 위기가 닥쳤다. 이삭이 야곱에게 가까지 오라
고 말했다. 야곱의 목소리를 모를 리 없는 이삭으로서는 아무래도 뭔가 미심쩍었을 게다. 축복을 하기
전에 지금 이 아들이 에서가 분명한지 반드시 확인해야 했다. 왜냐하면 이삭은 맏아들 에서에게 장자
의 축복을 하려고 한 것이니 절대로 그 대상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의 귀에 들려 온 목
소리는 맏아들 에서의 음성이 아니라 야곱의 음성이었다. 이삭은 에서를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에서는
태어날 때부터 전신이 털로 덮여 있었다 (창 25:25참조). 반면 야곱은 피부가 매끈매끈하다. 그렇기에
손만 만져 보아도 쉽게 두 아들을 분별할 수 있었다. 야곱은 두려운 마음으로 아버지 이삭 앞으로 다
가갔다. 이삭이 야곱의 손을 만졌다. 수북한 털의 감촉이 느껴졌다. 에서가 분명했다.
이삭은 “목소리는 야곱의 목소리인데, 그의 손은 에서의 손이다”라고 말했다. 그 순간 야곱은 ‘휴~’하
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이다. 비단 야곱뿐 아니라 이삭 역시도 지금 자기 앞에 앉아 있는 아들
이 에서임을 확인하고 안도했을 것이다. 야곱은 지금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 앞을 잘 보지 못하는
게 너무도 다행이라 여겼을 것이다. 눈 먼 아버지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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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방법은 청각이 아니라 촉각이었다. 야곱은 에서의 목소리를 흉내낼 수는 없었다. 그러나 다행히
도 매끈매끈한 손은 숨길 수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버지에게 별미를 만들기 위해 죽인 염소의 털이 붙
여져 있었다. 염소의 털이 야곱을 완전하게 에서로 만들어준 셈이다. 이삭은 자신의 촉각에 의거해서
지금 앞에 앉아 있는 야곱을 에서라고 철석같이 믿게 되었다.
“너는 정말로 내 아들 에서인가?” (창 27:24).
이삭의 이 질문은 에서가 맞는지 재확인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정말 에서임이 확실하다는 의미에 더
가깝다. 다시 말해 “너는 정말 내 아들 에서가 맞구나!”라고 이해하는 것이 옳다. 이삭이 한 의심은 합
리적 의심에 불과했고 그런 합리적 의심을 거쳐 이제는 온전한 신뢰에 이르렀음을 뜻하는 말이다. 야
곱은 자신이 정말 자신이 에서가 맞다고 재차 대답했다. 그것으로 모든 검증 과정이 끝났다. 이삭은 한
치의 의심없이 야곱을 에서라고 믿었다. 이제부터 야곱은 이삭이 그토록 사랑하는 맏아들 에서가 되
었다. 이삭은 만들어 온 별미를 가져오라고 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키운 염소로 어머니 리브가가
정성스럽게 요리한 맛난 음식을 들고 아버지 앞으로 나갔다. 이삭은 야곱이 가져 온 음식을 맛있게 먹
었다. 물론 축복할 때 빠뜨릴 수 없는 포도주도 마셨다. 야곱은 철저하게 에서로 위장했고 이삭은 그
런 야곱을 에서로 믿었다. 그리고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한다.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아버지 소유의
염소를 잡아 그 가죽으로 완벽하게 위장한 야곱이 어머니가 만들어 준 별미를 아버지께 드리고 드디
어 축복을 받는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자는 분명 야곱이지만 실제로 야곱은 없다. 오직 이삭 앞에는
에서가 앉아 있을 뿐이다. 이삭은 자신이 시력을 잃기 전에 늘 봐 오던 에서를 상상하며 얼마나 흐뭇
해 했을까? 비록 그 얼굴을 더는 볼 수 없지만 이삭의 마음에는 예나 지금이나 오직 에서뿐이다.
이 장면에서 우리의 모습이 오버랩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광경 말이다. 세상의 원리
대로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의 심판 기준은
오직 하나다. 이 심판대 앞에 서기까지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아니다. 바리새
인들처럼 일주일에 두 번씩 금식을 하고, 십일조를 꼬박꼬박 드리며, 주일 성수를 목숨걸고 지키고, 교
회를 위해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다해도 그런 걸 심판의 기준으로 삼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심판 기
준은 오로지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는가다. 그리고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도 바
울은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나 보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고전 2:2).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우리들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그것만이 유일한 심판의 기준이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찾듯, 우리도 십자가를 들고 나가
야 한다. 그의 희생이 우리의 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고 그것만 가지고 나가야 한다. 그
것이 신앙이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입어야 한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당신은 그분의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갈 준비가 돼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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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의 축복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7:26~29)
(26 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 לָיו יִ צְ חָ ק אָ ִ ִ֑ביו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춰라, 내 아들아. (ּושקָ ה־לִ י בְ נִי
ְ )גְ שָ ה־נָא
(27 절) 그는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췄습니다. (ק־לֹו
ֹ֔ ַ)וַיִ גַש וַיִ ש
이삭은 그의 옷 향기를 맡았고, 그를 축복하며 말했습니다.(ת־ריחַ בְ גָדָ יו וַיְ בָ רֲ כֵ ִ֑הּו ַוי ֹּאמֶ ר
ֵ ֶ) ַוי ַָרח א
보라. 내 아들의 향기는 () ְראֵ ה ֵריחַ בְ ֹ֔ ִני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의 향기 같구나. ()כְ ֵריחַ שָ ֹ֔ ֶדה אֲשֶ ר בֵ רֲ כֹו יְ הוָה
(28 절)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을 네게 주시기를,
(ּומ ְשמַ נֵי הָ ָ ִ֑א ֶרץ
ִ ֱֹלהים ִמטַ ל הַ שָ ֹ֔ ַמיִ ם
ִֹ֔ ) וְ יִ תֶ ן־לְ ָך הָ א
또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주시기를). ()וְ רֹּ ב דָ גָן וְ ִתירֹּש
(29 절)
사람들이 너를 섬기기를 원하고, () ַיעַבְ דּוָך ע ִַמים
나라들이 네게 절하기를. ()וְ יִ ְשתַ חּו לְ ָך לְ א ִֹֻ֔מים
너는 네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 ֱהוֵה גְ בִ יר לְ אַ חֶֹ֔ יָך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절하기를. ()וְ יִ ְשתַ חֲּוּו לְ ָך בְ נֵי ִא ֶ ִ֑מָך
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에게 저주가 있고, ()אֹּ ְר ֶריָך אָ ֹ֔רּור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에게 축복이 있기를. (ּומבָ רֲ כֶיָך בָ רּוְך
ְ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리브가가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은 이삭은 야곱에게 가까이 와서 입을 맞추라고 말했다. 이삭은 이제
그를 축복할 일만 남았다. 더 이상 그가 에서인지 야곱인지 테스트 할 필요가 없었다. 하지만 야곱은
여전히 불안했다. 땀 냄새가 풀풀 나는 형 에서의 옷이 진가를 발휘할지 여부가 판가름 나는 시간이었
다. 야곱은 아직도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다. 자기의 목소리는 감출 수 없었지만 손목의 붙인 털로 아
버지를 속여 에서로 믿게 하기는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만의 하나라도 자신에게서 야곱의 냄새
가 난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돼 버리기 때문이다. 어머니 리브가는 이를 알고 깨알같이 세밀한 것까
지 신경 써 주었다. 야곱은 단지 매끈한 피부만 걱정했는데 어머니 리브가는 거기에 더해 에서의 옷까
지 가지고 나와서 야곱에게 입혀 주었다. 리브가의 선견지명이 옳았음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가까이 다가와서 입을 맞춰 달라는 아버지 이삭의 말에 야곱은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다가갔다. 그리
고 아버지꼐 입을 맞추는 순간, 땀내에 물씬 배어있는 에서의 향기가 이삭의 코를 자극했다. 에서의
옷에서는 그만이 가진 체취와 함께 들의 풀을 헤집고 다닐 때 배어든 풀향기, 짐승을 메고 올 때 묻었
던 짐승의 향이 더해져 독특한 향취가 났다. 분명 에서였다. 맏아들 에서가 별미를 해줄 때마다 맡았
던 그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익숙한 그 향취가 오늘따라 유난히 이삭을 기쁘게 했다. 이삭이 생애 처
음이자 마지막으로 맏아들에게 축복하는 날이기 때문이다. 이삭은 에서의 옷에서 풍기는 향취를 맡
고 너무 기뻤다. 너무 기쁜 나머지 외마디 감탄사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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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내 아들의 향기는 여호와께서 축복하신 들의 향기 같구나!” (창 27:27).
야곱은 완벽하게 에서로 인정받았다. 그런 그를 이삭이 축복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 드디어 이삭
은 야곱을 향해 축복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이삭 입장에서는 분명 야곱이 아니라 에서를 향해 축
복하고 있다. 지금 이삭 앞에 앉아 있는 자는 영략없는 에서이기 때문이다. 이 순간 야곱은 사라지고
없다. 야곱은 에서 안에 자기를 숨기고 있을 뿐이다. 이삭은 기쁘게 축복의 말을 하기 시작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을 또한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사람들이 너
를 섬기기를 원하고 나라들이 네게 절하기를…너는 네 형제들의 주인이 되고 네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절하기를…너를 저주하는 모든 자에게 저주가 있고, 너를 축복하는 모든 자에게 축복이 있기를
…” (창 27:28~29).
이삭이 한 축복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진다. 그것은 물질적 축복, 세상에서의 권위, 친족내에서
특별한 축복, 그리고 저주권과 축복권이다. 이 축복은 구약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신명기의 주제이
기도 하다. 이미 알다시피 아브라함, 이삭으로 내려 온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에 이르러서야 그 토대가
완성된다. 아브라함은 두 아들, 이스마엘과 이삭을 낳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삭만을 약속의 자녀로
인정했고 이스마엘은 맏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언약에서 제외됐다. 그가 단지 여종 하갈에게서 태어
났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인간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
이다. 이삭도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았다. 이들은 둘 다 한 배에서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 아들
이다. 당연히 맏아들인 에서가 장자권을 갖고 축복을 받아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달랐다. 무
슨 이유에서인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태중에서부터 이미 둘째를 언약의 계승자로 일찌감치 확정
지어 놓으셨다. 그 결과 두 아들 중 야곱만이 언약의 수혜자가 된다. 야곱은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
의 몸종 실바와 빌하를 통해 열두 명의 아들을 낳았다. 그리고 그들 모두는 약속의 자녀로서 훗날 이
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후손들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된다. 그들이 이집트를 나온 후 40년째 출
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기 직전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재선
포했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다. 그런데 신명기에 기록된 축복과 이삭이 한 축복 사이에는 다른 점이
있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선포한 축복은 선행 조건이 전제되어 있지만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에는
축복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이 전혀 없다. 신명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행했을 때 주어지는 조건
부 축복이라면 야곱에게 내려진 이 축복은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축복이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그렇다. 우리는 마치 야곱처럼 어떠한 전제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으
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결과 하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으로 들
어오게 된 것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비록 세상에서 물질적 축복이 없고 세상이 부러워하
는 힘과 권력이 없다해도, 뛰어난 실력과 능력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한다 해도 괜찮다. 왜냐
하면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
것이 진짜 복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지금의 현실에도 자족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받은 하나님의 축복은 원래 누구를 향한 것이었나요? 당신은 어떻게 그 축복을 받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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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는 누구냐?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7:30~33)
(30 절)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고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마자,
() וַיְ הִ י ַכאֲשֶ ר כִ לָה יִ צְ חָ ק לְ בָ ֵרְך אֶ ת־ ַיעֲקֹּ ב וַיְ הִ י אַ ְך ָיצ ֹּא יָצָ א ַיעֲקֹֹּ֔ ב מֵ אֵ ת פְ נֵי יִ צְ חָ ק אָ ִ ִ֑ביו
그의 형 에서가 그의 사냥으로부터 돌아왔습니다. ()וְ עֵשָ ו אָ ֹ֔ ִחיו בָ א ִמצֵ ידֹו
(31 절) 그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의 아버지께 가져갔고, 그는 그의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 ַו ַיעַש גַם־הּוא מַ ְטע ִַֹ֔מים ַויָבֵ א לְ אָ ִ ִ֑ביו ַוי ֹּאמֶ ר לְ אָ בִ יו
아버지,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드시고 아버지의 마음이 저를 축복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יָקֻ ם אָ בִ י וְ י ֹּאכַל ִמצֵ יד בְ נֹ֔ ֹו בַ עֲבּור ְתבָ רֲ כַנִ י נַפְ שֶ ָך
(32 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לֹו יִ צְ חָ ק אָ בִ יו
너는 누구냐? (י־אתָ ה
ִ֑ ָ ) ִמ
그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אֲנִ י בִ נְ ָך בְ כֹּ ְרָך עֵשָ ו
(33 절) 이삭이 매우 크게 떨며 말했습니다. (ַד־מאֹּ ד ַוי ֹּאמֶ ר
ְ ) ַו ֶיח ֱַרד יִ צְ חָ ק ח ֲָרדָ ה גְ דֹּ לָה ע
그렇다면 그는 누구냐? () ִמי־אֵ פֹוא הּוא
사낭한 고기를 내게 가져오고, ()הַ צָ ד־צַ יִ ד ַויָבֵ א לִ י
네가 오기전에 그것을 다 먹고 내가 축복한, (그는 누구냐?)
()וָאֹּ כַל ִמכֹּ ל בְ טֶ ֶרם תָ בֹוא ָואֲבָ רֲ כֵ ִ֑הּו
그렇다.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גַם־בָ רּוְך יִ הְ יֶ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삭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말로 야곱을 축복했다. 이로써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가 공모한 야비한 꼼
수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요즘이야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면 법적 효력이 정지되기도 하지만 당시에
는 그렇지 않았다. 한 번 내뱉은 말은 경위야 어찌됐든 반드시 법적 효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구약 시
대에는 하나님 이름을 걸고 함부로 맹세하는 것은 절대 금물이었다.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
다가 낭패를 본 이야기는 성경에 여러 군데 기록돼 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도 비슷한 실수를 한 적이 있다. 그는 변변찮은 무
기 하나 없이 가나안을 진격해 들어가 난공불락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그 여세를 몰아 가나안 부족
들을 파죽지세로 밀어 붙였다. 그런 이스라엘에 맞서 헷,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 족속은
연합 전선을 구축했다. 그런데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에 대적하는 대신 꾀를 내어 화친하는 쪽을
택했다. 그들은 마치 먼 나라에서 온 행인처럼 행색을 꾸며 여호수아 앞에 나타났다. 여호수아는 그들
의 꾀에 깜빡 속아 그들과 화친하고 맹세까지 했다 (수 9:15 참조). 그들의 거짓 행각은 사흘만에 들통
이 났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아무리 속아서 맹세를 했다 해도 그 맹세는 법적 효력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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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은 그들을 나무패는 자와 물긷는 종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하도
록 허락할 수 밖에 없었다. 하나님 앞에서의 맹세는 이렇게도 엄중한 것이었다.
잘못된 서원으로 인해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사람도 있었다. 사사 입다가 바로 그 비극
의 장본인이다. 입다는 길르앗과 기생 사이에 태어난 서자였다. 이스라엘판 홍길동인 셈이다. 그는 기
생의 소생이라는 이유로 길르앗 본처의 아들들로부터 쫒겨나 거리의 건달들과 함께 살았다. 하지만
그는 용사였던 모양이다.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을 치려 하자 길르앗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와 도와 달
라고 요청을 한다. 처음에 입다는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했느나 암몬 족속에게 거절 당한다. 그
일이 있은직후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다. 전쟁에 나가기에 앞서 입다
는 하지 않아도 될 맹세를 한다. 그의 맹세를 들어 보자.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 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삿 11:30~31).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여호와가 암몬 족속을 입다의 손에 넘겨 주었고, 입다는 대승을 거두었
다. 전쟁에 대승을 한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집으로 돌아 올 때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전
쟁에서 승리한 아버지를 제일 먼저 맞이해 주었다. 그녀는 입다의 무남독녀였다. 입다는 너무 황당하
고 참담한 지경이 되었다. 옷을 찢고 후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 결국 그는 딸
을 번제로 드릴 수 밖에 없었다.
이삭은 이제 빼도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약속은 불가역적이다. 아무리 야곱의 행위가 불법적이
고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기만한 용서받기 어려운 행위였다 해도 이제 와서 없던 것으로 되돌릴 수
는 없다. 이러한 불가역적인 언약은 우리에게 많은 걸 시사한다. 기독교의 복음이 그렇다. 복음은 취
소불가능한 하나님의 은혜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뒤집을 수도 없고, 하나님 편에서도 한 번 자녀로
삼은 이상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그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우리들이 삶 속에서 실수를 하거나, 돌
이킬 수 없는 죄를 지어 삶이 엉망이 되어 버렸다 해도 하나님은 결코 당신이 하신 약속을 취소하지 않
으신다. 그리스도인들이 설령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네가 그럴 줄 몰랐다. 나는 네가 정말 율
법을 잘 지키며 살 줄 알았는데 정말 실망이구나. 그러니 과거에 내가 한 구원은 취소한다!” 이렇게 말
씀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은 죄로 인해 힘들어 하는 자녀들을 위로하고 감싸주시는 분이다. 그것
이 구원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절대로 맘 놓고 하고픈 대
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뜻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자신의 닉네임으로
사용하는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명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말한
다. 그러나 연약한 인간인지라 의도하지 않은 실수를 할 때도 있고, 원치 않는 죄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 갈 수도 있으며, 뜻하지 않게 모함을 받아 힘든 상황을 견뎌야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어
떤 경우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하신다.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영원하고 변치 않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불가역적인 언약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삶 속에서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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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위한 복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27:34~40)
(34 절) 에서는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자마자, 매우 격렬하게 울부짖었습니다.
(ַד־מאִֹּ֑ ד
ְ ת־דבְ ֵרי אָ ִֹ֔ביו וַיִ צְ עַק צְ עָקָֹ֔ ה גְ דֹּ לָה ּומָ ָרה ע
ִ ֶ)כִ ְשמֹּ ַע עֵשָ ו א
그는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לְ אָ ִֹ֔ביו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도요, 아버지. ()בָ רֲ כֵנִ י גַם־אָ נִ י אָ בִ י
(35절) 이삭이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네 동생이 나를 속일 작정으로 와서 너의 복을 챙겼다.()בָ א אָ חִ יָך בְ ִמ ְר ָ ִ֑מה וַיִ קַ ח בִ ְרכָתֶ ָך
(36 절) 에서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הֲכִ י קָ ָרא ְשמֹו ַיעֲקֹּ ב
그가 저를 속인 것이 이번이 두 번째 입니다. () ַויַעְ קְ בֵ נִ י זֶה ַפע ֹ֔ ֲַמיִ ם
제 장자 권리를 빼앗았고 ()אֶ ת־בְ כֹּ ָר ִתי לָקָֹ֔ ח
보세요, 이제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וְ הִ נֵה עַתָ ה לָקַ ח בִ ְרכ ִ ִָ֑תי
에서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저를 위한 복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 ֲהל ֹּא־אָ צַ לְ תָ לִ י בְ ָרכָה
(37 절) 이삭이 대답하며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 ַו ַיעַן יִ צְ חָ ק ַוי ֹּאמֶ ר לְ עֵשָ ו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고, ()הֵ ן גְ בִ יר שַ ְמ ִתיו לְָך
내가 그의 모든 형제를 그의 종으로 주었고, () וְ אֶ ת־כָל־אֶ חָ יו נָתַ ִתי לֹו ַלעֲבָ ִֹ֔דים
내가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했다. ()וְ דָ גָן וְ ִתירֹּש ְסמַ כְ ִ ִ֑תיו
이제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내 아들아. ()ּולְ כָה אֵ ֹ֔פֹוא מָ ה אֶ עֱשֶ ה בְ נִי
(38 절)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עֵשָ ו אֶ ל־אָ בִ יו
아버지께서 빌 복이 한 가지뿐입니까? 아버지. ()הַ בְ ָרכָה אַ חַ ת הִ וא־לְ ָך אָ ִֹ֔בי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저도요. 아버지. ()בָ רֲ כֵנִ י גַם־אָ נִ י אָ ִ ִ֑בי
에서는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 ְ)וַיִ שָ א עֵשָ ו קֹּ לֹו ַויֵבְ ך
(39 절) 그의 아버지 이삭이 대답하며 에서에게 말했습니다. () ַו ַיעַן יִ צְ חָ ק אָ בִ יו ַוי ֹּאמֶ ר אֵ לָ ִ֑יו
보라, 기름진 땅에서부터 먼 곳에 네 거처가 있을 것이다.
()הִ נֵה ִמ ְשמַ נֵי הָ אָ ֶרץ יִ הְ יֶה מֹושָ ֹ֔ ֶבָך
또한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이슬로부터 먼 곳에, (네 거처가 있을 것이다.)
(ּומטַ ל הַ שָ מַ יִ ם מֵ עָל
ִ )
(40 절)
너는 네 칼에 의지하여 살 것이다. ()וְ עַל־חַ ְרבְ ָך ִתחְ ֶֹ֔יה
너는 네 동생을 섬길 것이다. ()וְ אֶ ת־אָ חִ יָך תַ עֲבִֹּ֑ ד
그러나 네가 매임을 벗을 때가 왔을 때, ()וְ הָ יָה ַכאֲשֶ ר תָ ִ ֹ֔ריד
너는 그의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릴 것이다. (ָארָך
ֶ )ּופ ַָרקְ תָ עֻלֹו מֵ עַל צַ ּ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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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자신의 축복을 동생 야곱에게 빼앗긴 사실을 깨달은 에서는 소리 높여 울부짖었다. 너무도 분하고, 황
당하고, 억울했다. 그는 격렬하게 울부짖었다. 앞서 말했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두 아들이 원수지간
이 되어 야곱은 에서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된다. 결국 야곱은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되는데 그 당시 야곱의 나이가 대략 77 세로 추정된다. 당연히 쌍둥이 형 에서의 나이도 77 세
다. 일흔 일곱이나 된 에서가 지금 아버지의 축복을 못 받았다고 울며 불며 떼를 쓰고 있는 장면이다.
하지만 에서가 그렇게 한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고 싶어서라기
보다는 단지 눈에 보이는 장자권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렇게 애걸복걸 매달리는 아들 에서를 향한 아버지 이삭의 태도는 아주 냉정하다. 물론 이삭의 마음
도 무너져 내리기는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에서에게 이토록 냉정하게 대
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이미 장자의 축복은 야곱이 받았고 그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개
입했음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에서는 동생 야곱이 작정하고 아버지를 속여 자기가 받아야 할 복을 가
로챘다며 또 다시 아버지를 향해 애원한다. 에서는 야곱의 비도덕성을 부각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돌
려보려 애쓰고 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그가 저를 속인 것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제 장자
의 권리를 빼앗았고, 보세요 이제 내 복을 빼앗았습니다… 저를 위한 복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에서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그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을 지적하며 동생을 폄하하고 있다. 물
론 에서 자신도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하여 부모에게 근심을 안긴 적은 있지만 그래도 야곱처럼 야비
하지는 않다고 생각했다. 또한 장자로서 집안을 이끌어 가는 능력만큼은 누가 보더라도 당연히 동생
야곱보다 나았다. 게다가 자기는 야곱처럼 나이 일흔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어머니 품 안을 벗어나지
못하는 마마보이도 아니다.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야곱이 장자권을 받을 자격은 없었다. 그런데 모든 것
은 하나님이 미리 뜻하신대로 이루어졌다. 그들이 어머니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미 둘
째를 약속의 자녀로 정하셨다. 이유도 조건도 불문이다. 그냥 하나님 마음이다. 하지만 이삭뿐 아니라
인간이라면 누구나 장자로서 분명 야곱보다 에서를 더 선호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신 이후에 야곱을 따로 훈련시켜
서 장자권을 물려받을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다. 누가 보아도 자격없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반대로 에서는 충분한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박탈
당했다. 그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나, 그가 장자권을 죽 한 그릇과 바꾼 것도 그가 축복
권을 빼앗긴 이유가 될 수 없다. 실제로 이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서에게 축복하려 했으니 말이다.
이삭은 울부짖으며 매달리는 에서를 보면서 아마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다. 그는 냉정하게 에서에게 말한다. 세상에 어느 어버지가 사랑하고 아끼
던 아들에게 이보다 더 냉정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다.
“보라,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웠고, 내가 그의 모든 형제를 그의 종으로 주었고, 내가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급했다. 이제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내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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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은 억울해서 울고 있는 아들의 가슴에 오히려 대못을 박고 있다. 그렇다고 포기할 에서가 아니다.
에서는 더욱더 매달렸다.
“아버지께서 빌 복이 한 가지뿐입니까? 아버지.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도요. 아버지.”
얼마나 간절하게 애원했는지 말끝마다 아버지를 부르고 있다. 야곱에게 주고 남은 복이 있으면 그것
이라도 좋으니 축복해 달라고 매달렸다. 이 정도 되면 아무리 냉정한 아버지라도 뭔가 좋은 말을 해줄
법도 할텐데 이삭은 그러지 않았다. 이삭의 축복은 단순히 한 가문의 장자권과 축복권에 관한 것이 아
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민족에 관한 것이며, 나아가 그리스도가 그 계보를 타고 와야 하
는 중차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인간이 하나님의 일을 좌지우지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조금이라도
남은 축복이 있으면 자기에게 달라는 아들 에서에게 이삭은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붓는다. 이
쯤되면 정말 이삭이 에서의 아버지가 맞나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보라. 기름진 땅에서부터 먼 곳에 네 거처가 있을 것이다. 또한, 위로부터 오는 하늘의 이슬로부터 먼
곳에…너는 네 칼에 의지하여 살 것이다. 너는 네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매임을 벗을 때가
왔을 때 너는 그의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릴 것이다.”
이삭이 에서에게 한 이말은 야곱에게 한 축복과 비교하면 얼마나 가혹한 것인지 모른다. 기름진 땅으
로부터 먼, 하늘의 이슬로부터 먼 땅이 에서가 살 땅이다. 야곱은 하늘의 이슬과 기름이 있고,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가 있을 거라고 축복했다. 또 에서는 동생을 섬길 것이고 야곱은 형제들의 주인이 되며,
어머니의 아들들이 야곱의 후손에게 절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이 두 아들의 엇갈린 운명이다.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냉정함을 함부로 나무랄 수 없다. 성경의 인물들, 특히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들의 생각까지도 다 버려야 했다. 더러는 가혹하게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가야 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아버지로서의 부정
까지도 버려야 했다. 듣기 좋은 말로 에서를 달래지도 않았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어떠한가? 자기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의 진리는 잠시 뒤로 감추고 있지는 않은가? 상
대방과 다투는 것이 싫어 비진리와 진리가 뒤섞이는 것을 용인하거나 오히려 동조하고 있지는 않은
가? 진리는 어떤 것과도 타협 불가능한 절대적인 것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한 복음을 대체할 수는 없다. 개인적으로 에서에게 일어난 일은 안타깝기 그지없지만 이삭은 어
떤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았다. 그것이 신앙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인간적인 정에 이끌려 또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진리를 왜곡하거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
려 한 적은 없습니까? 반대로 진리를 위해 불이익을 감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배웠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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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이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27:41~45)
(41 절) 에서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복 때문에 야곱을 미워하였습니다.
()וַיִ ְשטֹּ ם עֵשָ ו אֶ ת־ ַיעֲקֹֹּ֔ ב עַל־הַ בְ ָר ָֹ֔כה אֲשֶ ר בֵ רֲ כֹו אָ ִ ִ֑ביו
에서는 그의 마음 속으로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עֵשָ ו בְ לִ בֹו
내 아버지의 장례 치를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יִ קְ ְרבּו יְ מֵ י אֵ בֶ ל אָ ִֹ֔בי
그 때 내가 내 동생 야곱을 죽일 것이다. ()וְ אַ הַ ְרגָה אֶ ת־ ַיעֲקֹּ ב אָ חִ י
(42 절) 맏아들 에서의 말이 리브게에게 들렸습니다. (ת־דבְ ֵרי עֵשָ ו בְ נָּה הַ גָדִֹּ֑ ל
ִ ֶ) ַויֻגַד לְ ִרבְ קָֹ֔ ה א
그녀는 사람을 보내 그녀의 작은 아들 야곱을 불렀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 ו ִַת ְשלַח ו ִַתקְ ָרא לְ ַיעֲקֹּ ב בְ נָּה הַ קָ ֹ֔ ָטן ַות ֹּאמֶ ר אֵ ָֹ֔ליו
보라,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고 너에 대한 한을 풀려 한다.
()הִ נֵה עֵשָ ו אָ ֹ֔ ִחיָך ִמ ְתנַחֵ ם לְ ָך לְ הָ ְרגֶָך
(43 절)
그러니 지금,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וְ עַתָ ה בְ נִ י ְשמַ ע בְ קֹּ ִ ִ֑לי
일어나서 하란에 있는 나의 오라버니 라반에게 도망가라.
()וְ קּום בְ ַרח־לְ ָך אֶ ל־לָבָ ן אָ חִ י חָ ָרנָה
(44 절)
너는 그와 함께 며칠 동안 머물러라. ()וְ יָשַ בְ תָ עִ מֹו י ִָמים אֲחָ ִ ִ֑דים
네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עַד אֲשֶ ר־תָ שּוב חֲמַ ת אָ חִ יָך
(45 절)
너에 대한 네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עַד־שּוב אַ ף־אָ חִ יָך ִמ ְמָך
네가 그에게 행한 것을 그가 잊을 때가 되면 (ָשיתָ ֹ֔לֹו
ִ )וְ שָ כַח אֵ ת אֲשֶ ר־ע
내가 사람을 보내어 너를 그 곳에서 데려올 것이다. (שם
ִ֑ ָ )וְ שָ לַחְ ִתי ּולְ קַ חְ ִתיָך ִמ
내가 어떻게 하루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느냐? (ַם־שנֵיכֶם יֹום אֶ חָ ד
ְ )לָמָ ה אֶ ְשכַל ג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야곱이 자기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일로 에서는 단단히 화가 났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이 이 세상을 떠
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연로한데다 눈까지 멀어 자신과 동생 야곱을 분간하지 못하고
야곱에게 모든 축복을 해 버린 아버지다.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축복의 수혜자인 동생을 죽임
으로써 자신이 당한 수모를 갚고 집안의 장자권을 되찾겠다고 마음 먹었다. 분에 겨운 에서는 더 이상
눈에 뵈는 게 없다. 이제나 저제나 아버지가 죽을 날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에서의 모습에서 먼 옛날 가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동생 아벨에 비해 땀과 수고로 가득한 자신의
제사를 하나님은 철저히 외면하셨다. 자신이 드린 제물만 외면하신 것이 아니다. 제물 앞에 서 있는 자
신에게 눈길 한 번 주시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고작 양 한마리 잡아서 기름을 드린 아벨과
그의 제물을 너무도 흡족해 하셨다. 가인의 눈에 비친 아벨의 제사는 자기가 드린 제사와 비교해서 도
대체 정성이라고는 찾아 볼 수가 없었다. 그러니 가인은 자신에게 올 축복을 동생 아벨에게 빼앗겼다
는 생각이 들었다. 가인은 단단히 화가 났다. 그는 동생을 죽이려고 결심을 했고, 급기야는 동생을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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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불러내어 죽이고 말았다. 그 일로 인해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멀어지게 되었다. 하나님은
죽은 아벨 대신 셋을 주셨고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 자기의 길을 갔다. 물론 세상에서는 가인의 후손
이 더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떠난 그의 삶은 정처없이 떠도는 무의미한 삶이나 마
찬가지였다. 지금 에서는 그런 가인의 길을 따르려고 하는 것이다.
에서가 혼잣말로 말하는 것을 리브가가 엿들었다. 밤말은 쥐가 듣고 낮말은 새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
다. 그런데 이삭의 집에서는 리브가가 쥐에다 새인가 보다. 그 집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리브가가 다
듣고 있으니 말이다. 리브가는 두 아들을 이대로 두었다간 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들었
다. 리브가는 서둘러 야곱을 불렀다. 그리고 잠시 형을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으라고 권한다.
리브가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보라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이고 너에 대한 한을 풀려 한다. 그러니 지금,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어라. 일
어나서 하란에 있는 나의 오라버니 라반에게 도망가라. 너는 그와 함께 며칠 동안 머물러라. 네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너에 대한 네 형의 화가 풀릴 때까지, 네가 그에게 행한 것을 그가 잊을 때가 되면, 내
가 사람을 보내거 너를 그 곳에서 데려올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루에 너희 둘을 다 잃겠느냐?”
일이 점점 더 심각하게 돌아가고 있음을 감지한 리브가는 서둘러 야곱을 피신시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다. 에서의 화가 풀려 마음을 돌릴 때까지 야곱과 에서를 떨어 뜨려 놓는 것이 상
책이다. 에서는 성격이 화끈하다. 꽁하는 성격이 아니다. 그러니 아마도 며칠만 지나면 분을 풀고 깨
끗이 잊을 것이다. 분명 리브가는 얼마 가지 않아 상황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런 리브
가의 꾀로 인해 야곱은 인생에서 생각지도 않은 전환점을 맞게 된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아니, 엄밀히 말해서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축복은 취소될 수 없다. 그렇다면 축복을 받은 야곱의 앞날은 이제부터 장밋빛
탄탄대로여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인생을 보면 별로 그런 것 같지도 않다. 축복은
커녕 길고도 지루한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다. 나중에 아들 요셉의 초청으로 칠십 명의 가족을 이끌
고 이집트로 들어가 바로 앞에 섰을 때 그가 한 고백이 그의 삶 전제를 잘 설명해 준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창 47:9).
그는 자신의 삶을 ‘나그네’의 삶이고, ‘험악한’ 삶이라 자평한다.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은 야곱 당대
에도 성취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서도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구약 성경 어디를 보
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처럼 강성했다거나, 현대의 미국처럼 풍요로웠다는 말이 없다. 이집트
에 시달렸던 사백 년 노예의 삶을 벗어나는가 싶더니 이내 사십 년의 광야 생활이 그들을 기다렸다. 가
나안에 들어가서도 7 년 동안 전쟁을 치뤄야 했고, 그 이후 시대도 토착민들과의 전쟁으로 바람잘 날
없었다. 아마도 그들에게 평화가 찾아 온 시기가 있다면 다윗 왕 집권 후반기 얼마 동안과 40여년 간
의 솔로몬 통치 시기가 전부다. 그 후에는 남북으로 찢어져 온갖 외세의 침략을 받다가 북이스라엘은
앗수르에 망해 강제로 혼혈의 길을 걸었고 남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로
니아로 끌려갔다. 신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더 비참하다.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했다가 주후
70 년경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역사에서 그 이름이 사라진다. 그후 약 2000년 동안을 나라없이 전 세
계에 흩어져 살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다. 그러다가 1948 년에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회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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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했지만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지역은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게다가 예나 지금이나 지구촌 최고
의 분쟁 지역이다. 도대체 야곱이 받은 축복은 다 어디로 가고 아직도 이런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가?
어머니 리브가의 권고로 시작된 이 일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야곱에게는 그의 기구한 인생의 시
발점이 되었다. 그로 인해 야곱이 겪은 고단한 인생 행로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그 누구도 삶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겉으로 아무리 행복해 보여도
누구나 남 모르는 고민거리를 갖고 산다. 어떤 이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우울증을 앓기도 하
고, 어떤 이는 생존을 위해 자존심 따위는 아예 접고 살기도 한다. 자식 문제로 밤마다 눈물 흘리는 사
람들도 있고, 대학을 나와도 취직을 하지 못해 주위의 시선과 스스로의 자괴감에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라고 예외일 수 없다. 그래도 우리에겐 하나님이 계시지 않
냐며 힘들 때마다 우리를 축복하신 그 하나님께 매달린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를 축복하셔서 고통에
서 꺼내 주기는커녕 도리어우리를 외면하는 것 같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야곱의 삶에서 벗어나
이집트의 바로 왕처럼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 주지 않으신다. 대신 야곱처럼 고난의 삶을 살더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며 그분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신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
의 삶은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 만약 삶에서 이런 훈련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라면 그는 사생아나 다름없다. 삶이 팍팍하고 힘들 때에도 그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보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성공한 삶이고 축복받은 삶이 아니겠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을 믿고 난 후 당신의 삶은 세상이 말하는 축복으로 가득한 삶으로 바뀌었나요? 아니면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경험하고 있나요? 당신의 삶에서 겪는 고난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그런 훈련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있나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왜 그
렇게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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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을 떠나 보내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27:46~28: 9)
(46 절)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 ַות ֹּאמֶ ר ִרבְ קָ ה אֶ ל־יִ צְ חָֹ֔ ק
제가 헷 사람의 딸들 때문에 제 삶이 싫어졌습니다. ()קַ צְ ִתי בְ חַ ַֹ֔יי ִמפְ נֵי בְ נֹות ֵחִ֑ת
만약 이처럼 야곱이 헷 사람의 딸들, 이 땅의 딸들로부터 아내를 맞이한다면
() ִאם־ֹלקֵ חַ ַיעֲקֹּ ב ִאשָ ה ִמבְ נֹות־חֵ ת כָאֵ לֶה ִמבְ נֹות הָ ֹ֔ ָא ֶרץ
제 삶은 제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לָמָ ה לִ י חַ יִ ים
(28 장 1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서 그를 축복하였습니다. ()וַיִ קְ ָרא יִ צְ חָ ק אֶ ל־ ַיעֲקֹּ ב וַיְ בָ ֶרְך אֹּ ִ֑תֹו
이삭이 그에게 명하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יְ צַ ּוֵהּו ַוי ֹּאמֶ ר ֹ֔לֹו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א־תקַ ח ִאשָ ה ִמבְ נֹות כְ ָנעַן
ִ )ל
(2 절)
일어나 밧단아람, 네 어머니의 아버지 브두엘의 집으로 가라.
()קּום לְֵך פַדֶ נָה א ָ ֲֹ֔רם בֵ יתָ ה בְ תּואֵ ל אֲבִ י ִא ֶ ִ֑מָך
네 어머니의 오라버니 라반의 딸들 중에서 네 아내를 맞이하라.
()וְ קַ ח־לְ ָך ִמשָ ם ִאשָֹ֔ ה ִמבְ נֹות לָבָ ן אֲחִ י ִאמֶ ָך
(3 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길 바란다. ()וְ אֵ ל שַ דַ י יְ בָ ֵרְך אֹּ ְת ָֹ֔ך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이 되기를 바란다. () וְ יַפְ ְרָך וְ י ְַר ֶבִָ֑ך וְ הָ יִיתָ לִ קְ הַ ל ע ִַמים
(4 절)
그가 네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를 바란다. ()וְ יִ תֶ ן־לְ ָך אֶ ת־בִ ְרכַת אַ בְ ָרהָֹ֔ ם
너에게,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네 자손들에게, ()לְ ָך ּולְ ז ְַרעֲָך ִא ָ ִ֑תְך
그래서 네가 머무르는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땅을 네가
소유하도록, () לְ ִר ְש ְתָך אֶ ת־אֶ ֶרץ ְמג ֶ ֹֻ֔ריָך אֲשֶ ר־נָתַ ן אֱֹלהִ ים לְ אַ בְ ָרהָ 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야곱을 에서로부터 한시라도 빨리 떼놓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한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한 말은 야곱에게 한 말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다. 뜬금없이 리브가는 야곱의 배우자 문제를
거론한다. 사실 지금 야곱이 잠시 집을 떠나 있어야 하는 이유는 에서의 분노 때문이다. 그런데 리브
가는 남편에게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한 말을 들어 보자.
“제가 헷 사람의 딸들 때문에 제 삶이 싫어졌습니다. 만약 이처럼 야곱이 헷 사람의 딸들, 이 땅의 딸들
로부터 아내를 맞이 한다면 제 삶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리브가는 이번에도 에서를 걸고 넘어진다. 리브가는 늘 그랬다. 야곱이 하는 일은 아무리 부도덕한 일
이라도 눈 감아 주고 오히려 그것을 더 부추기기까지 했다. 반면, 에서가 하는 일은 모든 것이 못마땅
했다. 편애도 이런 편애가 없다. 사실 리브가는 이삭에게 자초지종을 제대로 설명해야 했다. 지금 야
곱이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채서 그것 때문에 에서가 많이 화가 났다. 이러다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
르니 잠시 야곱을 피신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리브가는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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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말하지 않았다. 야곱이 집을 떠나야 하는 이유는 모두 에서의 잘못된 결혼 때문이다. 정작 잘못은
야곱이 했는데 에서가 다 뒤집어 쓰는 꼴이다.
야곱만 편애하는 리브가의 모습에 불편한 마음이 드는가?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편애를 생
각해 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자녀가 되는 조건을 하나도 제시하지 않았다. 구원받은 자라면 누
구나 하나님이 여지껏 일방적으로 자기를 사랑해 왔고,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사랑하실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해내
고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다.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
기 때문이다.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짓더라도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묻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직접 책임지
고 해결하신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예수님의 어깨에 우리의 죄짐을 더하
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우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책임질 수도 없다. 그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비난은 맏형인 예수 그리스도가 받는다. 이것이 기독교의 원리다. 그렇
다고 에서가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말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실
하는 일은 없다는 것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수할 때 우리를 가만 두지 않는 것은 하
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이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손가락질한다. 그때 우리가 피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인 편애를 보여주는 지표다. 죄로
인해 힘들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는가? 지금 당신이 남들 앞에 떳떳하게 나서지 못하는 부끄러운 상
황에 처해 있는가? 그때가 바로 우리를 편애하시는 하나님께 나갈 기회가 된다. 바로 지금 그 십자가
의 진정한 의미를 묵상하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당신이 구할 것
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이다 (빌 4:6~7참조).
리브가의 말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지금 이삭이 거주하는 땅은 이방 땅이다. 이곳에서는 결코
야곱의 배우자를 찾을 수 없다. 과년한 아들을 장가도 보내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수도 없는 일이다.
이삭은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야곱을 불러 축복하며 말한다.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일어나 밧단아람, 네 어머니의 아버지 브두엘의
집으로 가라. 네 어머니의 오라버니 라반의 딸들 중에서 네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
에게 복을 주시길 바란다.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족속이 되기를 바란다. 그가 네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기를 바란다. 너에게,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네 자손들에게, 그래서 네가 머무르는 땅, 하나님
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땅을 네가 소유하도록…” (창 28:1~4)
이삭이 야곱에게 당부한다. 배우자를 맞이하되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는 취하지 말라고 말이다.
에서가 자기 마음대로 가나안 땅의 여인들과 결혼을 하는 바람에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너무 힘들
던 터였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처럼 야곱도 아브라함의 고향 친족과 결혼하기를 바랬다. 결혼은 모든
것을 결정한다. 결혼을 하게 되면 여자는 홀몸으로 시집오지 않는다. 반드시 그가 섬기던 우상을 함께
데려오게 된다. 그렇기에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빠른 길이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왕이 그랬다. 아합이 이세벨과 혼인을 하면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자리는 바알로 대체됐다.
바알을 섬기던 이세벨 때문이다. 이처럼 그 당시 이방 신을 섬기던 가나안 여인과의 결혼은 곧 하나님
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신신당부를 한 이유도 에서를 통해 이미 그 폐단
을 절절히 경험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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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는 힘들다. 믿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
인간 관계가 그렇게 두부 자르듯 명쾌하게 정리되어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한 권면에서 이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
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
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
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네
가 네 아내를 구원할런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고전 7:12~17).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에 있어 지혜를 발휘할 필요가 있다. 정말 하나님이 택한 백성, 십자가의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을 떠난 자가 있다면 그의 믿
음은 원래부터 가짜였다. 그냥 한번 믿는다고 해본 것이지 진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다. 정
말로 변화된 사람은 주위 사람에게 동화되지 않는다. 오히려 주위 사람을 변화시킨다. 당신은 어떤가?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죄로 인해 힘들어한 적이 있지 않나요? 그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했습니
까?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실 거라는 걸 믿고 있나요? 그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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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가루가 된 이삭의 집안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28:10~17)
(5 절) 이삭이 야곱을 보냈고, 그는 밧단아람으로 갔습니다. ()וַיִ ְשלַח יִ צְ חָ ק אֶ ת־ ַיעֲקֹֹּ֔ ב ַו ֵילְֶך פַדֶ נָה א ָ ֲִ֑רם
라반, 아람사람 브두엘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에게,
()אֶ ל־לָבָ ן בֶ ן־בְ תּואֵ ל הָ א ֲַר ִֹ֔מי אֲחִ י ִרבְ קָֹ֔ ה אֵ ם ַיעֲקֹּ ב וְ עֵשָ ו
(6 절) 에서는 보았습니다. () ַוי ְַרא עֵשָ ו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밧단아람에서 아내를 맞이하도록 그를 그곳으로 보내는
것을, (שה
ִ֑ ָ ) כִ י־בֵ ַרְך יִ צְ חָ ק אֶ ת־ ַיעֲקֹּ ב וְ ִשלַח אֹּ תֹו פַדֶ נָה א ָ ֲֹ֔רם לָקַ חַ ת־לֹו ִמשָ ם ִא
그를 축복하며 그에게 명하여,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을, (ֹּא־תקַ ח ִאשָ ה ִמבְ נֹות כְ ָנעַן
ִ )בְ בָ רֲ כֹו אֹּ ֹ֔תֹו וַיְ צַ ו ָעלָיו לֵאמֹֹּ֔ ר ל
(7 절) 야곱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어머니께 순종했습니다. (ל־א ִ֑מֹו
ִ ֶ)וַיִ ְשמַ ע ַיעֲקֹֹּ֔ ב אֶ ל־אָ בִ יו וְ א
그는 밧단아람으로 갔습니다. () ַו ֵילְֶך פַדֶ נָה א ֲָרם
(8 절) 에서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눈에 못마땅한 것을 보았습니다.
() ַוי ְַרא עֵשָֹ֔ ו כִ י ָרעֹות בְ נֹות כְ נָ ִ֑עַן בְ עֵינֵי יִ צְ חָ ק אָ בִ יו
(9절) 에서는 이스마엘에게 갔습니다. () ַו ֵילְֶך עֵשָ ו אֶ ל־יִ ְשמָ עֵ ִ֑אל
그는 본처들 외에 추가로, 마할랏,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 느바욧의 누이를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וַיִ קַ ח אֶ ת־מָ ֲחלַת בַ ת־יִ ְשמָ עֵאל בֶ ן־אַ בְ ָרהָ ם אֲחֹות נְ בָ יֹות עַל־נָשָ יו לֹו לְ ִאשָ 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삭은 야곱의 혼인을 위해 그를 처남 라반이 있는 밧단아람으로 보냈다. 하지만 정작 야곱이 밧단아
람으로 간 이유는 혼인보다는 형 에서로부터 화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보내는 사람과 가는 사람의 목
적이 이렇게 달랐다. 여하튼 야곱은 정든 아버지집을 떠나 밧단아람으로 갔다. 성경은 야곱을 사위로
맞이할 라반에 관해 매우 친절하게 소개하고 있다. 아람사람 부두엘의 아들,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 리
브가의 오라버니라고…히브리어 ‘라반’ ()לבן은 원래 ‘흰색’, ‘정결함’ 이란 뜻을 가진 단어다. 이 단어
가 동사로 쓰이면, ‘희게 되다,’ ‘정결케 되다’라는 의미가 된다. 우리가 알고있는 라반은 조카 야곱에
게 치사할 정도로 못되게 군 사람이다. 게다가 야곱은 라반의 두 딸과 정식으로 결혼함으로써 그의 사
위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외삼촌과 조카, 또는 장인과 사위라기보다는
주인과 종에 더 가까웠다. 라반은 야곱을 철저하게 머슴처럼 부려먹었다. 라반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야곱이 에서에게 한 짓보다도 더 야비하게 야곱을 여러 번 속인 자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그 덕분에 야
곱은 인생에 관해 배워가며 제대로 훈련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라반은 그 이름대로 야곱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었을까 싶다.
이삭이 다시 야곱을 축복하고 밧단아람에서 아내를 맞이하도록 떠나 보내는 것을 에서가 보았다. “가
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당부하는 소리에 에서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을 것이
다. 결국 또 에서다. 그가 가나안 여인과 결혼 한 후 집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좋지 않은 일은 모두 자기
책임같이 들렸다. 분명한 것은 자신이 받아야 할 축복을 동생 야곱이 야비한 방법으로 가로챈 것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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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집안에 분란이 일어났다. 그러니 이 문제에 관한 한 책임은 야곱에게 있다. 그런데 지금 집안의 분
위기는 전혀 반대다. 야곱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에서의 잘못된 결혼 때문이란다. 기승전결에서 결은
늘 에서다. 도대체 이삭의 집에서 에서는 어떤 존재인가?
성경 독자라면 반드시 에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불과 얼마 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에
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챈 것이 모든 문제의 발단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사실은 온데간
데 없고 어느 순간 에서의 결혼이 도마 위에 올라온 것이다. 지금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사건의 주
범은 야곱이고 피해자는 에서인데 지금은 도리어 에서가 야곱으로 하여금 집을 떠나게 한 원인 제공
자로 둔갑해 있다. 에서는 이미 수십 년전에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였다. 도대체 이 사실이 야
곱이 벌인 일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에서로서는 선뜻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다. 정말 미치
고 팔짝 뛸 일이 아니겠는가? 이삭과 리브가 사이에 주고 받은 대화는 에서를 두 번 죽이는 꼴이 되고
말았다.
야곱은 아버지 어머니의 말을 따라 밧단아람으로 갔다. 사실 그에게는 이렇게 하는 것 말고는 뾰족한
대안이 없었다. 형 에서를 피해 어디든 도망가야 하는 형편이었다. 얼핏 보기엔 부모님 말에 순종해서
가는 거지만 실상은 목숨을 건지고자 도망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두 아들 중 한 아들이 떠났다. 하
지만 지금 집에 남아 있는 에서마저도 마음으로는 이미 부모를 떠났다. 에서는자기가 데려온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부모님의 눈에 거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삭과 리브가는 에서가 가나안에서
데리고 온 여자들을 사실상 며느리로 대우해 주지 않았다. 그 말은 에서까지도 아들로 대우해주지 않
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어느 날, 에서도 집을 나갔다. 이번에 그는 아브라함에 의해 쫒겨난 삼촌 이스마엘을 찾아갔다. 그리
고 그 딸들 중에서 추가로 아내를 맞이 했다. 그 여인의 이름은 마할랏이었다. 이제 에서는 아예 엇나
가기로 작정을 한 것 같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 내려오는 언약의 계보로부터 확실
하게 이탈하기로 마음 먹었다. 그렇게 에서 또한 이삭과 리브가를 떠났다.
이삭은 약속의 자녀다. 하나님은 그에게 쌍둥이 아들을 주셨고, 이삭의 뜻과는 무관하게 야곱을 언약
의 계승자로 선택하셨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 이삭도, 어머니 리브가도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또한 에
서와 야곱도 그 과정에서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 그들이 엄마 뱃속에서 태아 상태로 있을 때 이
미 그 결정이 내려졌고, 그들이 태어난 후 칠십 년도 더 지난 시기에 실제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되고 진행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이삭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다. 축복을
받은 작은 아들은 큰 아들의 위협을 피해 외삼촌 집으로 먼 길을 떠났고, 부모들의 처사에 불만을 품
은 큰 아들은 아버지 이삭에게 한을 품고 집을 나간 이스마엘에게로 갔다. 에서는 사실상 부모에게 대
놓고 반기를 든 셈이다.
도대체 이삭이 받은 복은 무엇인가? 결혼한지 20년이 되어 쌍둥이 아들들을 낳았다. 둘은 너무도 성
격이 달라 형제지간이 아니라 거의 원수지간이었다. 하기사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싸워댔으니 말해
무엇하랴! 아슬아슬하게 유지되던 집안은 결국 이렇게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생각해보라. 이 정도 되
면 이삭의 집안을 정상적인 집안으로 볼 수 있을까? 이삭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어떤 의미였을까? 이
삭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의 삶이라고 생각되는가?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 딱 그렇다. 분명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그 사이에 너무 심한 차이가 있다. 다 같은 믿음의 가
정에서 자란 아이들인데도 어떤 아이는 너무도 바르게 자라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알아서 척척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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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하면 다른 어떤 아이들은 매번 사고를 치고 일탈을 밥먹듯 한다. 게다가 같이 일탈을 하던 아이들
중에도 어떤 아이는 이내 정신을 차리고 돌아 오지만 어떤 아이는 전혀 돌아 올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럴 때 사람들은 과연 그 하나
님을 정말이지 믿고 따를 수 있을까?
이삭은 나이들어 시력을 잃었다. 두 아들조차 분간하지 못해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축복하는 결정
적 실수를 범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온 집안 식구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솔직히 이런 이야기를 성
경을 통해 접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불편하다. 게다가 성경은 매정하게도 이삭의 삶은 여기까지만
다룬다. 두 아들이 다 떠난 텅 빈 장막에 늙은 부부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다. 그 후에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침묵하고 있다. 창세기 35장 마지막에서 이삭이 180세에 죽었다는 말만 간단하게
전하고 있을 뿐이다. 게다가 리브가는 언제 죽었는지 기록도 없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선배의 삶이
다. 겉으로 보기에 험난하고 힘든 삶이지만 그 삶 속에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우리의 인생이 윤택
해야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의 언약이 꼭 당대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도 아
니다. 그저 우리의 인생 그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면 족하
다. 이삭의 삶이 그랬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유일한 척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삶은 어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그 기준으로 볼 때 이삭의 삶은 어떠했습니
까? 당신의 삶을 돌아 볼 때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삶이라고 생각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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