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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의 꿈 (주일
)오늘의 본문 (창 28:10~17
שבַ ע ַו ֵּילְֶך חָ ָרנָה( (10 절) 야곱은 브엘세바에서 출발하여 하란으로 갔습니다.
) ַויֵּצֵּ א ַיעֲקֹ ב ִמבְּ אֵּ ר ָ ָׁ֑
(11 절) 그가 한 곳에 이르렀고, 해가 졌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וַיִ פְּ גַע בַ מָ קֹום ַו ָילֶן שָ ם כִ י־בָ א הַ שֶֶּׁ֔ מֶ ש(
)וַיִ קַ ח מֵּ אַ בְּ נֵּי הַ מָ ֶּׁ֔קֹום ַויָשֶ ם ְּמ ַראֲשֹ ָ ָׁ֑תיו( 그는 그 곳의 돌 중 하나를 골라 그의 베개로 삼았습니다.
)וַיִ ְּשכַב בַ מָ קֹום הַ הּוא( 그는 그 곳에 누웠습니다.
) ַו ַיחֲֹלם( (12 절) 그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가 보니 사다리가 땅에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았습니다.
) וְּ הִ נֵּה ֻסלָם מֻצָ ב ֶּׁ֔ ַא ְּרצָ ה וְּ ר ֹאשֹו מַ גִ י ַע הַ שָ ָ ָׁ֑מיְּ מָ ה(
또 보니,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습니다.
ֱֹלהים עֹ לִ ים וְּ יֹ ְּר ִדים בֹו(
)וְּ הִ נֵּה מַ לְּ ֲאכֵּי א ִֶּׁ֔
)וְּ הִ נֵּה יְּ הוָה נִ צָ ב ָעלָיו ַוי ֹאמַ ר( (13 절) 또 보니,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אֲנִ י יְּ הוָה אֱֹלהֵּ י אַ בְּ ָרהָ ם אָ ִֶּׁ֔ביָך וֵּאֹלהֵּ י יִ צְּ ָחָׁ֑ק(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그리고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 הָ אָ ֶרץ אֲשֶ ר אַ תָ ה שֹ כֵּב ָע ֶֶּׁ֔ליהָ לְּ ָך אֶ ְּת ֶננָה ּולְּ ז ְַּרעֶָך(
)(14 절
עפַר הָ ֶּׁ֔ ָא ֶרץ( 네 자손은 이 땅의 먼지같이 될 것이다.
)וְּ הָ יָה ז ְַּרעֲָך ַכ ֲ
)ּופ ַָרצְּ תָ יָמָ ה וָקֵּ ְּדמָ ה וְּ צָ פֹ נָה וָנֶ ֶָׁ֑֑גְּ בָ ה(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 것이다.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ל־מ ְּשפְּ חֹ ת הָ אֲדָ מָ ה ּובְּ ז ְַּרעֶָך(
)וְּ נִ בְּ רֲ כּו בְּ ָך כ ִ
)(15 절
)וְּ הִ נֵּה אָ נֹ כִ י עִ מָ ְך( 그리고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ושמַ ְּר ִתיָך בְּ כֹ ל אֲשֶ ר־תֵּ ֵֶּּׁ֔לְך(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 ְּ
ֲשבֹ ֶּׁ֔ ִתיָך אֶ ל־הָ אֲדָ מָ ה הַ ָׁ֑ז ֹאת(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 ַוה ִ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다 행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ר־דבַ ְּר ִתי לְָך( 때문이다.
יתי אֵּ ת אֲשֶ ִ
) כִ י ל ֹא אֶ ֱעזָבְּ ֶָּׁ֔ך עַד אֲשֶ ר ִאם־ע ֶּׁ֔ ִָש ִ
)וַיִ יקַ ץ ַיעֲקֹ ב ִמ ְּשנָתֹו ַוי ֹאמֶ ר( (16 절)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אָ כֵּן יֵּש יְּ ה ֶּׁ֔ ָוה בַ מָ קֹום הַ זֶ ָׁ֑ה( 여호와께서 정말 이곳에 계신다.
)וְּ אָ נֹ כִ י ל ֹא יָדָ עְּ ִתי( 그런데 내가 알지 못했다.
ֹאמר( (17 절) 그는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וַיִ ָירא ַוי ֶּׁ֔ ַ
ה־נֹורא הַ מָ קֹום הַ זֶ ָׁ֑ה( !이곳은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
)מַ
ֱֹלהים(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אֵּ ין זֶה כִ י ִאם־בֵּ ית א ִֶּׁ֔
)וְּ זֶה שַ עַר הַ שָ מָ יִ ם( 이곳은 하늘의 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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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은 집을 나와 무작정 북쪽으로 걸었다. 난생 처음 어머니 품을 떠나는 야곱이다. 어려운 일이 있
을 때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던 어머니 리브가였다. 나이 칠십이 넘도록 한 번도 그 품을 떠나본
적이 없던 야곱이 이제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먼길을 떠난다. 하란에 외삼촌이 산다고 하지만 어머니
리브가가 그곳을 떠나온 지도 벌써 90 년이 넘었다. 모든 것이 변했을 것이다. 오래 전 할아버지 아브
라함이 보낸 종을 반갑게 맞이해 주었던 외삼촌 라반이 자기도 반갑게 맞아줄 지 어떨 지도 모를 일이
다. 얼마를 걸었을까? 어두운 밤이 되었다. 더 이상 계속 걷기에는 날이 너무 어두워졌다. 그는 길에서
잠을 자기 위해 한 곳을 찾았다. 돌을 하나 골라 그것으로 베개를 삼고 누웠다. 밤하늘을 수놓은 뭇별
들이 금방이라도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다.
긴 여행에 지친 야곱은 이내 깊은 잠 속으로 빠져 들었다. 그는 꿈을 꾸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하고 낯선 꿈이었다. 난생 처음 보는 까마득히 긴 사다리가 보였다. 양 끝은 땅에서부
터 하늘 끝에까지 닿아 있었다.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가만 보니 그 사다리를 타고 뭔가가
왔다갔다 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다. 비록 꿈에서였지만 야곱은 황홀하기
짝이 없었다. 그런 황홀감에 빠져 있는 야곱에게 문득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나는 여호와,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에게, 그
리고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네 자손은 이 땅의 먼지같이 될 것이다. 서쪽과 동쪽, 북쪽과 남쪽으로 퍼
져나갈 것이다.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해 이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보라! 내가 너
와 함께 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
다. 왜냐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들을 다 행할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창
28:13~15).
야곱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분명 꿈 속이긴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했다. 지금까지 야
곱에게 여호와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지 자신과는 별로 상관
없는 분이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야곱은 지금 형 에서
의 위협을 피해 삼촌 라반에게로 가는 도망가는 중이다. 그가 형에게 억울하게 당해서 그런 것도 아니
다. 사실 형 에서가 많이 참고 있는 셈이다. 솔직히 에서니 그 정도로 참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런 야
비한 짓으로 형의 축복을 가로채고 삼촌 집으로 도망하는 야곱에게 지금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다. 가끔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을 초월하여 일을 하실 때가 많다.
그런데 지금 야곱을 향해 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지 알 수 있다. 하
나님은 야곱이 그의 어머니 뱃속에서 서로 먼저 나가려고 에서와 다투고 있을 때 이미 둘째를 선택하
시기로 작정하셨다. 태어나기 전까지는 누가 먼저 나올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야곱은 어머
니 뱃속에서 결투에 져서 간발의 차이로 둘째로 태어났다. 야곱이 형 에서의 발 뒷꿈치를 잡고 나올 정
도였으니 그 결투가 얼마나 치열했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대상은
이미 정해졌다. 야곱이 선택되었다. 하나님은 미리 뜻을 정하시고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다. 야곱이 어
떻게 살아왔는지, 어떤 방법으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 냈는지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가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 세상의 칭송을 받는 자든지 아니면 부도덕하여 손가락질 받는 자든지 그
런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는 이유는 오직 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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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 스스로가 약속하시고 신실하
게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다. 그 과정에서 인간들은 어떤 영향도 끼칠 수 없다.
사실 이런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스스로 모든 걸 잘 해
나가는 에서가 아니라 비열하고 무능한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세상에서 수시로 넘어지
고 실수하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고 감사가 되는가? 야곱에게 한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왔다. 인간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누구든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그
의로움과 정결함을 우리에게 주셨다. 게다가 어떠한 경우에도 그 선언을 취소하지 않으신다. 형 에서
의 축복을 가로챈 비열한 야곱, 그 떄문에 에서를 피해 먼 곳으로 도망가는 야곱이 아닌가? 그런데 그
때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언약을 선포해 주시는 것이다. 그런 신실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
게도 동일한 언약을 선포하고 계신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
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
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
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사 43:1~3).
야곱이 잘 나서도, 이스라엘이 위대해서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속하셨고,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다. 그것이 구원이다. 구원은 하나님 편에서 행
하신 일방적인 은혜다.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벌떡 일어났다. 그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난생 처음 체
험했다.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야곱의 삶 속으로 들어 오셨다.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은 그저 아버지의 하나님이었지 야곱 자신의 하나님은 아니었다. 하지만 야곱이 그 하나님을
몸소 경험하고 나자 온 몸에 소름이 돋았다. 이제 아버지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된 것이다. 야
곱은 실제로 하나님의 집 가운데에서 잠을 잤고, 하나님과 연결되는 문을 통과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의 체험인가?
당신은 어떠한가? 아직도 하나님을 성경책 속에 가두어 놓고 지식적으로만 이해하고 있지는 않는가?
모태 신앙인이라면 당연히 부모님이 믿는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
지만 구원은 대물림 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직접 자신을 찾아 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워하셨음을 확실하게 체험했습니까? 그분의 부르심과 약속이 당신의 삶
에 어떤 전환점을 가져다 주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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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의 맹세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8:18~22)
(18 절)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 ַוי ְַּשכֵּם ַיעֲקֹ ב בַ בֹ קֶ ר
그는 그가 배게 삼았던 그 돌을 가져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וַיִ קַ ח אֶ ת־הָ אֶ בֶ ן אֲשֶ ר־שָ ם ְּמ ַראֲשֹ ֶּׁ֔ ָתיו ַויָשֶ ם אֹ תָ ּה מַ צֵּ ָבָׁ֑ה וַיִ צֹ ק שֶ מֶ ן עַל־ר ֹאשָ ּה
(19 절) 그는 그 곳의 이름을 벧엘이라고 불렀습니다. (ית־אל
ָׁ֑ ֵּ ֵּ)וַיִ קְּ ָרא אֶ ת־שֵּ ם־הַ מָ קֹום הַ הּוא ב
이전에 그 도시의 이름은 루스였습니다. ()וְּ אּולָם לּוז שֵּ ם־הָ עִ יר ל ִָראשֹ נָה
(20 절) 야곱이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וַיִ דַ ר ַיעֲקֹ ב נֶדֶ ר לֵּאמָֹׁ֑ ר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 ִאם־יִ הְּ יֶה אֱֹלהִ ים עִ מָ ִדי
제가 가는 이 길을 지켜주시고, (ּושמָ ַרנִ י בַ דֶ ֶרְך הַ זֶה אֲשֶ ר אָ נֹ כִ י הֹו ֵֶּּׁ֔לְך
ְּ )
제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וְּ נָתַ ן־לִ י לֶחֶ ם ֶלאֱכֹ ל ּובֶ גֶד לִ לְּ בֹש
(21 절)
제가 제 아버지의 땅에 평안히 돌아온다면, ()וְּ שַ בְּ ִתי בְּ שָ לֹום אֶ ל־בֵּ ית אָ ִ ָׁ֑בי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וְּ הָ יָה יְּ הוָה לִ י לֵּאֹלהִ ים
(22 절)
그리고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להים
ָׁ֑ ִ ) וְּ הָ אֶ בֶ ן הַ ז ֹאת אֲשֶ ר־שַ ְּמ ִתי מַ צֵּ ֶּׁ֔ ָבה יִ הְּ יֶה בֵּ ית א
그리고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제가 반드시 당신께 드릴 것입니다.
(ַש ֶרנּו לְָך
ְּ )וְּ כֹ ל אֲשֶ ר ִתתֶ ן־לִֶּׁ֔ י עַשֵּ ר ֲאע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밤새 꿈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은 아침 일찍 잠에서 깼다. 그는 자기가 베
고 잤던 돌을 가져와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만난 바
로 그 장소를 벧엘이라 불렀다. 벧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다.
야곱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맨 처음 한 일이 하나님을 위해 기둥을 세운 일이다. 정말 야곱이 한 행동
이 맞나 싶을 정도다. 아마도 아침에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은 그 날이 그가 태어나서 처음
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날일 것이다. 언약을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제단을 만들고 하
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고, 아버지 이삭이 그랬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왔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
르시면서 아브라함이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약속을 하셨다. 그는 오로지 그 약속에만 의지하여 갈 바
를 알지 못하고 집을 떠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
에 다다른 후 한 장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리고는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고 다시 한
번 언약하셨다. 아브라함은 바로 그 자리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곳이 세겜 땅이다.
이삭은 그랄 땅에서 그곳 사람들과 우물 문제로 다투다가 브엘세바로 올라갔다. 이삭이 브엘세바로
올라간 바로 그날 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언약하시길,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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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 두려워 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희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
성하게 하리라” 하셨다. 이삭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제단을 쌓는 과정에는 공통점이 있다. 항상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고, 그들이 언약을 받은 후에 제단을 쌓았다는 점이다. 약속이 먼저고 예배가 나중이다. 언약과 예
배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처럼 선후가 불분명한 그런 것이 아니다. 언약이 없으면 예배가 있을
수 없다. 예배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
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지만, 엄밀히 말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
배는 사실상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에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의 특권인 동시에 은혜로
자녀 삼아 주심에 대한 감사의 표시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방인들이 하는 종교 의식과 별로 다를 바 없다.
그렇기에 우리들은 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자녀인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막연
하게 모태 신앙으로 태어나서 충실하게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당
여시해서는 안된다. 에서도 이삭의 아들이다. 게다가 맏아들이다. 하지만 성경에는 에서가 하나님으
로부터 언약을 받았다는 내용도, 그가 하나님을 위해 제단을 쌓았다는 기록도 없다. 그가 아무리 이삭
의 아들이고 아브라함의 손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눈 앞에 그는 마치 이방인처럼 언약 밖에 있는 사
람이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권고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 받은 자니라” (고후 13:5).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가? 그렇다면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할 수 있어야 한다. 방법은 간단하다.
내가 정말 십자가로 인해 죄 용서를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 의로움이 확정되었는지 생
각해 보면 된다. 말로는 십자가의 공로 때문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끊임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한 번쯤은 자신의 신앙을 의심해 보는 것도 괜찮다. 어떻게든 스
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의를 입증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 사람이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나 실패를 할 수도 있고, 부끄러운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자
신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각자 돌아 보기 바란다.
하나님의 언약을 듣고 아침 일찍 일어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야곱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약속
한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을 지켜 주시고, 제게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셔서,
제가 제 아버지의 땅에 평안히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제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
둥으로 세운 이 돌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제가 반
드시 당신께 드릴 것입니다.” (창 28:20~22).
야곱은 참으로 재미있는 사람이다. 자기가 마음대로 기준을 제시하고 그 기준에 부합되면 자기 하나
님으로 삼겠단다. 그 말대로라면, 만약 하나님이 그가 제시한 조건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그분은 자신
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말 아닌가? 지금의 야곱의 신앙 수준은 이제 막 신앙의 첫걸음을 뗀 어린 아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든다. 물론 야곱은 쫓기는 신세고, 언제 돌아올 지 모르는 길을 가고 있다.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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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은 절박한 상태다. 그래서 그의 기도 에는 구절구절마다 간절함이 배어 있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그에게 약속하셨다. 사실 야곱은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지
켜 달라는 마음에서 이런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방법이나 시기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다 알
다시피 야곱의 인생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다. 자신보다 더 야비한 외삼촌을 만나 이십 년을 머슴처럼
지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은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산통 끝에 숨을 거두고 만다. 아들들
은 아들들대로 속을 썩였다. 심지어 장남이 자신의 첩을 범하는 일까지 일어났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이 하나님이 야곱을 훈련하는 방법이셨다. 야곱은 인생말년이 되어서야 자신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
이 무엇을 뜻하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 험난한 세월을 보내며 야곱이 깨달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까?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자가 맞나요?
무엇으로 그 사실을 확신합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삶 속에서 어
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나요? 그 과정에서 당신은 무엇을 새롭게 알아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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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이 라반의 집에 이르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9:1~12)
(1 절) 야곱은 다시 그의 길을 떠났습니다. ()וַיִ שָ א ַיעֲקֹ ב ַרגְּ לָ ָׁ֑יו
그는 동쪽 사람들의 땅으로 갔습니다. () ַו ֵּילְֶך אַ ְּרצָ ה בְּ נֵּי־קֶ דֶ ם
(2 절) 그가 보니, 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 ַוי ְַּרא וְּ הִ נֵּה בְּ אֵּ ר בַ שָ דֶ ה
또 보니, 세 양떼가 그 곁에 누워 있었습니다. ( ָ)וְּ הִ נֵּה־שָ ם ְּשֹלשָ ה ע ְֶּד ֵּרי־צ ֹאן רֹ בְּ צִ ים ָע ֶֶּׁ֔ליה
그 우물에서 양떼는 물을 마셨습니다. ()כִ י ִמן־הַ בְּ אֵּ ר הַ ֶּׁ֔ ִהוא י ְַּשקּו הָ עֲדָ ִ ָׁ֑רים
우물 입구 위에 놓인 돌은 매우 컸습니다. ()וְּ הָ אֶ בֶ ן גְּ דֹ לָה עַל־פִ י הַ בְּ אֵּ ר
(3 절) 모든 양들이 그 곳에 모였을 때, ()וְּ נֶאֶ ְּספּו־שָ מָ ה כָל־הָ עֲדָ ִרים
그들(목자들)은 그 돌을 우물 입구에서 옮겼습니다. ()וְּ ָגלֲלּו אֶ ת־הָ אֶ בֶ ן מֵּ עַל פִ י הַ בְּ ֶּׁ֔ ֵּאר
그들은 그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וְּ הִ ְּשקּו אֶ ת־הַ ָׁ֑צ ֹאן
그들은 그 돌을 우물 입구, 원래 그 자리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וְּ הֵּ ִשיבּו אֶ ת־הָ אֶ בֶ ן עַל־פִ י הַ בְּ אֵּ ר לִ ְּמקֹ מָ ּה
(4 절)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לָהֶ ם ַיעֲקֶֹּׁ֔ ב
형제여,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אַ חַ י מֵּ אַ יִ ן אַ ֶ ָׁ֑תם
그들이 말했습니다. (ֹאמ ֶּׁ֔רּו
ְּ ) ַוי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מֵּ חָ ָרן ֲאנָחְּ נּו
(5 절)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לָהֶֶּׁ֔ ם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십니까? ()הַ יְּ דַ עְּ תֶ ם אֶ ת־לָבָ ן בֶ ן־נ ָָׁ֑חֹור
그들이 말했습니다. (ֹאמרּו
ְּ ) ַוי
우리가 그를 압니다. ()יָדָ עְּ נּו
(6 절)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לָהֶ ם
그가 평안합니까? ()הֲשָ לֹום לָׁ֑ ֹו
그들이 말했습니다. (ֹאמרּו
ְּ ) ַוי
평안합니다. ()שָ ֶּׁ֔לֹום
보십시오.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וְּ הִ נֵּה ָרחֵּ ל בִ ֶּׁ֔תֹו בָ אָ ה עִ ם־הַ צ ֹאן
(7 절) 그(야곱)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보시오. 아직 해가 높으니 가축들이 모일 시간이 아닙니다.
()הֵּ ן עֹוד הַ יֹום גָדֶּׁ֔ ֹול ל ֹא־עֵּת הֵּ אָ סֵּ ף הַ ִמקְּ נֶ ָׁ֑ה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가서 풀을 뜯게 하십시오. ()הַ ְּשקּו הַ צ ֹאן ּולְּ כּו ְּרעּו
(8 절) 그들이 말했습니다. (ֹאמרּו
ְּ ) ַוי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ל ֹא נּוכַל
모든 양들이 모일 때까지, ()עַד אֲשֶ ר יֵּאָ ְּספּו כָל־הָ עֲדָ ִ ֶּׁ֔רים
그래서 우물 입구의 돌이 옮겨질 때, ()וְּ ָגלֲלּו אֶ ת־הָ ֶּׁ֔ ֶאבֶ ן מֵּ עַל פִ י הַ בְּ ֵּ ָׁ֑אר
우리가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습니다. ()וְּ הִ ְּשקִ ינּו הַ צ ֹאן
(9 절) 야곱이 그들과 말하고 있는 사이에, ()עֹודֶ נּו ְּמדַ בֵּ ר עִ ָ ָׁ֑מ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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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헬이 그녀 아버지의 양떼와 함께 왔습니다. ( ָ)וְּ ָרחֵּ ל בָ אָ ה עִ ם־הַ צ ֹאן אֲשֶ ר לְּ אָ ִֶּׁ֔ביה
그녀는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כִ י רֹ עָה הִ וא
(10 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외삼촌 라반의 양떼를 보았을 때,
(ת־רחֵּ ל בַ ת־לָבָ ן אֲחִ י ִא ֶּׁ֔מֹו וְּ אֶ ת־צ ֹאן לָבָ ן אֲחִ י ִא ָׁ֑מֹו
ָ ֶ) וַיְּ הִ י ַכאֲשֶ ר ָראָ ה ַיעֲקֹ ב א
야곱은 가까이 가서 우물 입구의 돌을 옮겼습니다. ()וַיִ גַש ַיעֲקֹ ב ַו ָיגֶל אֶ ת־הָ אֶ בֶ ן מֵּ עַל פִ י הַ בְּ ֶּׁ֔ ֵּאר
그는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 ַוי ְַּשקְּ אֶ ת־צ ֹאן לָבָ ן אֲחִ י ִאמֹו
(11 절) 야곱이 라헬에게 입맞추고, 목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 ְּ)וַיִ שַ ק ַיעֲקֹ ב לְּ ָר ֵּ ָׁ֑חל וַיִשָ א אֶ ת־קֹ לֹו ַויֵּבְּ ך
(12 절) 야곱은 라헬에게 말했습니다. () ַו ַיגֵּד ַיעֲקֹ ב לְּ ָרחֵּ ל
자신이 그녀의 아버지와 친척인 것과, ()כִ י אֲחִ י אָ בִ יהָ ֶּׁ֔הּוא
자신이 리브가의 아들인 것을, (ן־רבְּ קָ ה ָׁ֑הּוא
ִ ֶ)וְּ כִ י ב
그녀는 달려가서 그녀의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 ָ)וַתָ ָרץ וַתַ גֵּד לְּ אָ בִ י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침 일찍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서원까지 한 야곱은 다시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을 향해 걸
었다. 처음 집을 나설 때보다 한결 마음이 가벼웠다. 가끔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펄쩍펄쩍 뛰기도 했
다. 길가의 풀 한 포기, 나뭇가지 하나도 자기를 향해 축복의 미소를 보내는 것 같았다. 형의 살해 위협
을 피해 집을 나설 때만 하더라도 미래는 암울했다.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너무도 두렵
고 떨렸다. 그런데 벧엘에서의 하룻밤이 야곱의 생각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
한테서 축복의 말씀을 받긴 했지만 그 일로 인해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말았다. 그리고 그는 도망자
의 신세가 되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언약을 선포하셨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
게 선포했던 그 언약이 아버지 이삭에게 이어졌고 이제 야곱에게 이어져 온 것이다. 더 정확히 말해 야
곱은 단순히 아버지로부터 언약을 물려받은 게 아니라 언약을 직접 들은 당사자인 동시에 언약의 주
체가 되었다.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이루어 갈 것이다.
얼마를 걸었는지 모른다. 그의 눈에 우물 하나가 들어 왔다. 우물이 있다는 것은 그 근처에 사람들이
산다는 뜻이다. 반가운 마음에 우물가로 다가갔더니 세 양떼가 그 곁에 한가롭게 누워 있었다. 양떼들
이 모이자 목자들은 우물 입구를 막고 있던 큼지막한 돌을 옮겨 양에게 물을 먹였다. 양들이 모두 물
을 마시자 그들은 다시 우물의 입구를 돌로 막아 두었다. 우물의 크기로 보아 주변에 유목민들이 많이
살고 있음에 틀림없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도 이 동네에 살 거라고 기대하며 그들에게 물었다. “형제
여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들이 하란에서 왔다고 대답한다. 하란이란다. 하란…야곱은 길을 제
대로 찾아 온 것이다. 당시에는 지도가 없었기 때문에 여차하면 길을 잘못 들어 엉뚱한 곳에서 길을 헤
맬 수도 있었다. 게다가 야곱은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장막을 떠난 적이 없는 그야말로 집돌이였다.
그런데 그런 그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란에 당도하게 된 것이다. 물론 길을 잘못 들었을 경우 만나
는 사람들에게 물어물어 마침내 찾아 왔을 수도 있다. 하지만 야곱은 그런 실수 한 번 없이 기적처럼
하란에 도착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그를 돕고 있기 때문이리라.
급한 마음에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이야기를 꺼냈다. 하란 땅이 넓기는 해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심
스럽게 말을 건넸다. “나홀의 아들 라반을 아십니까?” 그들은 야곱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라반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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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다고 말한다. 야곱은 무척이나 반가운 마음으로 그의 안부를 물었다. 그들과 라반에 대해 말하
고 있을 때 멀리 한 무리의 양떼를 몰고 오는 여인이 보였다. 그들이 그 여인을 가리키며 외쳤다.
“보십시오. 그의 딸 라헬이 양떼를 몰고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목자들과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사이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의 양떼를 몰고 우
물로 왔다. 그녀는 양을 치고 있었다. 야곱은 라헬과 그녀가 몰고 온 양떼를 보자마자 우물로 달려가
서 우물을 막고 있던 큰 돌을 옮겨 놓았다. 야곱은 너무도 반가운 나머지 그녀를 위해 무엇이라도 해
야겠다고 생각했다. 외삼촌 라반의 딸을 그곳에서 만나다니 참으로 기적 같은 일이 아닌가? 자기 인
생에서 이토록 일이 순조롭게 플린 적이 있었던가 싶었다. 사실 야곱은 늘 잔꾀를 부려서 자신의 이익
을 추구한 사람이다. 순리보다는 역리로 자기의 욕망을 채울 때가 많았다. 그런데 난생 처음으로 꾀를
부리지 않았는데도 일이 순리대로 풀린 것이다.
야곱은 너무도 감사했다. 집을 나선 후부터 발이 부르트고 신발이 해지도록 걷고 또 걸었다. 밤이 되
면 아무 곳에서나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했다. 때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기도 했을 것이다. 하란 땅
어디엔가 살고 있을 외삼촌을 찾아 그 먼 길을 왔는데 한 치의 실수도 없이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도 순조롭게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나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는가? 야곱은
울컥 눈물이 났다. 지금까지의 고생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이 순적하게 일을 이루어가셨다는 안도
감과 감사에서 나온 눈물이었을 것이다.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는 목청껏 울었다. 외로운 한 남
자의 울음 소리가 드넓은 평원으로 끝없이 퍼져 나갔다.
그렇게 얼마를 울었는지 모른다. 울음을 그친 야곱이 라헬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자신이 라반의
조카이자 리브가의 아들이라고 말하자 라헬은 그길로 아버지께 달려갔다. 그리고 고모 리브가의 아
들 야곱이 왔다는 사실을 알렸다.
형 에서의 보복이 두려워 서둘러 집을 나선 야곱은 순적하게 하란에 도착해 라반의 딸 라헬을 만났다.
집을 나설 때의 두려움은 기쁨과 환희로 바뀌었다. 아버지 이삭을 통해 들은 축복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확증해 주셨다. 그는 순조롭게 목적지에 도달했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났다. 사실 야곱이 자기
발로 여기까지 걸어온 거지만 그의 길과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신의 때에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신다. 인간은 삶을 통해 그 사실을 경험할 뿐이다. 야곱의 여정이 그랬다.
우리는 어떤가? 인생이라는 긴 여행 길에서 때론 꾀도 부려보고, 이런 저런 죄를 지으며 절망도 해보
고, 때론 기쁨을 맛보기도 한다.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심을 깨닫는 사람은 드
문 것 같다. 하나님이란 단어를 입에 달고 살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
기보다는 어떻게서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상황을 바꾸어보려고 아둥바둥거릴 때가 많다. 성경
은 그것을 ‘수고’와 ‘무거운 짐’이라고 말한다. 이제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일랑 예수님께 맡기고 진정한
쉼을 누리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이야 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실을 깨닫고
나서 무엇이 달라졌나요? 당신은 무거운 짐을 내려 놓고 예수님 안에서 쉼을 누리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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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의 야곱이 사기를 당하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29:13~29)
(13 절) 라반이 여동생의 아들 야곱의 소식을 듣자마자 ()וַיְּ הִ י כִ ְּשמֹ ַע לָבָ ן אֶ ת־שֵּ מַ ע ַיעֲקֹ ב בֶ ן־אֲחֹ תֹו
그를 부르기 위해 달려가서 그를 만났고, () ַוי ָָרץ לִ קְּ ָראתֹו וַיְּ חַ בֶ ק־לֹו
그에게 입맞추고 그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יתֹו
ָׁ֑ ֵּק־לֹו וַיְּ בִ יאֵּ הּו אֶ ל־ב
ֶּׁ֔ ֶ)וַיְּ נַש
야곱은 라반에게 이 모든 일을 말했습니다. ()וַיְּ סַ פֵּר לְּ ל ֶּׁ֔ ָָבן אֵּ ת כָל־הַ ְּדבָ ִרים הָ אֵּ לֶה
(14절) 라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לֹו ל ֶּׁ֔ ָָבן
너는 정말로 내 뼈고 내 살이다. (내 혈육이다.) ()אַ ְך עַצְּ ִמי ּובְּ שָ ִרי ָ ָׁ֑אתָ ה
야곱은 그와 함께 한 달을 살았습니다. () ַויֵּשֶ ב עִ מֹו חֹ דֶ ש י ִָמים
(15 절)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לָבָ ן לְּ ַיעֲקֶֹּׁ֔ ב
네가 나의 친척이라고 해서 나를 위해 무보수로 일하면 되겠느냐?
()הֲכִ י־אָ חִ י ֶּׁ֔ ַאתָ ה ַועֲבַ ְּדתַ נִ י חִ נָ ָׁ֑ם
무엇이 네 보수가 될 수 있는지 내게 말하라. ()הַ גִ ידָ ה לִ י מַ ה־מַ ְּשכ ְֻּרתֶ ָך
(16 절) 라반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ולְּ לָבָ ן ְּשתֵּ י בָ נָׁ֑ ֹות
언니의 이름은 레아, 동생의 이름은 라헬입니다. ()שֵּ ם הַ גְּ דֹ לָה ל ֶּׁ֔ ֵָּאה וְּ שֵּ ם הַ קְּ טַ נָה ָרחֵּ ל
(17 절) 레아의 눈은 약했습니다. ()וְּ עֵּינֵּי לֵּאָ ה ַרכָׁ֑ ֹות
라헬은 몸도 아름답고, 외모도 아름다웠습니다. () וְּ ָרחֵּ ל הָ יְּ ֶּׁ֔ ָתה יְּ פַת־תֹ אַ ר וִ יפַת מַ ְּראֶ ה
(18 절)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말했습니다. (ת־ר ֵּ ָׁ֑חל ַוי ֹאמֶ ר
ָ ֶ) ַו ֶיאֱהַ ב ַיעֲקֹ ב א
제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외삼촌을 7년간 섬기겠습니다.
()אֶ עֱבָ ְּדָך שֶ בַ ע שָ ֶּׁ֔ ִנים בְּ ָרחֵּ ל בִ ְּתָך הַ קְּ טַ נָה
(19절) 그(라반)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לָבָ ן
너에게 그녀를 주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그녀를 주는 것보다 더 좋다.
()טֹוב ִת ִתי אֹ תָ ּה ֶָּׁ֔לְך ִמ ִת ִתי אֹ תָ ּה לְּ ִאיש אַ ֵּחָׁ֑ר
나와 함께 머물러라. () ְּשבָ ה עִ מָ ִדי
(20 절) 야곱은 라헬을 위해 7 년을 섬겼습니다. () ַו ַיעֲבֹ ד ַיעֲקֹ ב בְּ ָרחֵּ ל שֶ בַ ע שָ ִנָׁ֑ים
그러나 그녀를 향한 야곱의 사랑으로 인해 그의 눈에 며칠 같이 생각되었습니다.
()וַיִ הְּ יּו בְּ עֵּינָיו כְּ י ִָמים אֲחָ ִֶּׁ֔דים בְּ אַ הֲבָ תֹו אֹ תָ ּה
(21 절)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יעֲקֹ ב אֶ ל־לָבָ ן
제 아내를 주십시오. (ת־א ְּש ֶּׁ֔ ִתי
ִ ֶ)הָ בָ ה א
제 기한이 다 찼습니다. ()כִ י מָ לְּ אּו י ָ ָָׁ֑מי
제가 그녀에게 들어갈 것입니다. ( ָ)וְּ אָ בֹואָ ה אֵּ לֶיה
(22 절) 라반이 그 곳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 ַו ֶיאֱסֹ ף לָבָ ן אֶ ת־כָל־אַ נְּ שֵּ י הַ מָ קֹום ַו ַיעַש ִמ ְּשתֶ ה
(23 절) 저녁이 되었고, 라반은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 데려다 주었습니다.
()וַיְּ הִ י בָ ֶֶּׁ֔ע ֶרב וַיִ קַ ח אֶ ת־לֵּאָ ה בִ ֶּׁ֔תֹו ַויָבֵּ א אֹ תָ ּה אֵּ לָ ָׁ֑יו
야곱은 그녀에게 들어갔습니다. ( ָ) ַו ָיב ֹא אֵּ לֶי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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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절) 라반은 레아에게 그의 여종 실바를 그녀의 종으로 주었습니다.
()וַיִ תֵּ ן לָבָ ן ֶָּׁ֔לּה אֶ ת־זִלְּ פָה ִשפְּ חָ ָׁ֑תֹו לְּ לֵּאָ ה בִ תֹו ִשפְּ חָ ה
(25 절) 아침이 되고 보니 그녀는 레아였습니다. ()וַיְּ הִ י בַ ֶּׁ֔ ֹבקֶ ר וְּ הִ נֵּה־הִ וא ל ָ ֵָּׁ֑אה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 ל־לָבָ ן
제게 무슨 일을 하신 것입니까? (ָשיתָ לִֶּׁ֔ י
ִ )מַ ה־ז ֹאת ע
제가 라헬을 위해 외삼촌을 섬기지 않았습니까? () ֲהל ֹא בְּ ָרחֵּ ל עָבַ ְּד ִתי עִ ֶּׁ֔ ָמְך
왜 저를 속이신 겁니까? ()וְּ לָמָ ה ִר ִמיתָ נִ י
(26 절) 라반이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ל ֶּׁ֔ ָָבן
우리 지방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지 않는다.
(ירה
ָ ִקֹומנּו לָתֵּ ת הַ צְּ עִ ָירה לִ פְּ נֵּי הַ בְּ כ
ָׁ֑ ֵּ )ל ֹא־ ֵּיעָשֶ ה כֵּן בִ ְּמ
(27 절)
이를 위해 7일을 채워라. ()מַ לֵּא ְּש ֻב ַע ָׁ֑ז ֹאת
우리가 그녀 또한 네게 줄 것이다. ()וְּ נִ ְּתנָה לְּ ָך גַם־אֶ ת־ז ֹאת
그래서 네가 다시 7년을 더 나를 섬기도록,
()בַ עֲבֹ דָ ה אֲשֶ ר תַ עֲבֹ ד עִ מָ ִֶּׁ֔די עֹוד שֶ בַ ע־שָ נִ ים אֲחֵּ רֹות
(28 절) 야곱은 그대로 하여 7 일을 채웠습니다. () ַו ַיעַש ַיעֲקֹ ב ֵֶּּׁ֔כן וַיְּ מַ לֵּא ְּש ֻב ַע ָׁ֑ז ֹאת
라반이 그의 딸 라헬을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ת־רחֵּ ל בִ תֹו לֹו לְּ ִאשָ ה
ָ ֶ)וַיִ תֶ ן־לֹו א
(29 절) 라반은 그의 딸 라헬에게 그의 여종 빌하를 그녀의 종으로 주었습니다.
()וַיִ תֵּ ן לָבָ ן לְּ ָרחֵּ ל בִ ֶּׁ֔תֹו אֶ ת־בִ לְּ הָ ה ִשפְּ חָ ָׁ֑תֹו לָּה לְּ ִשפְּ חָ 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라헬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라반은 한걸음에 우물로 달려왔다. 라반은 야곱을 만나자마자 그에게 입
을 맞추고 집으로 데리고 왔다. 야곱은 자신이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자초지종을 외삼촌 라반에
게 이야기해 주었다. 라반은 야곱이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임을 확인하고는 그를 향해 이렇게 외쳤다.
“너는 정말로 내 뼈고 내 살이다.”
이 표현은 아담이 이브를 향해 처음 고백한 말과 거의 흡사하다. 라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가 야곱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이 표현은 아이러니하게도 앞으로
야곱이 라반에게 당할 일들을 암시하기도 한다. 친밀한 가족 관계란 종이나 품꾼과는 달라서 서로 간
에 품삯을 정하거나 노동의 규칙을 정하지 않는다. 라반은 야곱과의 친밀성을 강조하면서도 내심 그
것을 빌미로 사실상 야곱의 노동을 거의 착취하다시피 한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 온지 어언 한 달이 지났다. 야곱은 그 동안 삼촌집에서 이런 저런 일을 도우며 하
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사실 야곱은 어머니로부터 반가운 소식이 올 날만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
을지도 모른다. 형 에서의 마음이 풀리면 사람을 보내겠다는 어머니의 약속 말이다. 하지만 한 달이 지
나도록 감감 무소식이다. 알다시피 이 약속은 야곱이 외삼촌의 집에서 20 년을 보낼 때까지 지켜지지
않았다. 여하튼 야곱이 온지 한 달여가 지난 후 라반이 야곱을 불렀다. 아무리 외삼촌과 조카 관계라
지만 아무래도 서로 간에 품삯을 정하고 일하는 것이 좋겠다며 야곱에게 품삯을 먼저 제시해 보라고
말한다. 그런데 이 제안에 대한 야곱의 대답이 의외였다. 그는 7년간의 노동의 품삯으로 라반의 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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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한다. 다시 말해 라헬과 혼인하는 조건으로 칠 년간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겠
다는 것이다. 라반에게는 두 명의 딸이 있었다. 맏딸 레아는 눈이 나빴다. 반면 라헬은 몸도 외모도 모
두 아름다웠다. 야곱은 그런 라헬을 많이 사랑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야 야곱이 라헬을 얻는 조건으
로 선뜻 칠년이라는 말을 꺼냈겠는가?
당시 근동 지방의 결혼 풍습에는 신랑이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신부의 집에 소정의 대가를 지불
해야 했다. 소위 말해 결혼 지참금을 주어야 했다. 지참금은 신부의 조건에 따라 천차만별이었다. 신
부의 외모나 됨됨이, 또는 신붓집의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지참금의 액수가 달라졌다. 지참금은 통상
적으로 신부의 부모가 정했다. 신랑이 제시하는 지참금의 액수가 신부 부모의 마음에 들어야만 혼인
이 성사된다. 지금 야곱은 자신의 7년치 품삯을 신부에게 주는 지참금으로 라반에게 제시하고 있는
셈이다. 어차피 지참금 액수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것이니 처음부터 금액을 크게 부를 필요가 없다.
게다가 야곱이 지참금을 모두 다 지급할 때까지는 어차피 라헬과 결혼할 수도 없다. 그러니 되도록이
면 금액을 적게 제시하고 그 제안을 라반이 받아들일 경우엔 야곱은 라헬과 더 빨리 결혼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헬을 얻기 위해 무려 칠 년을 일하겠다고 했다. 라헬을
신부로 맞기 위해 야곱으로서는 거액의 지참금을 제시한 셈이다. 이 제안을 라반이 받아들이면 혼인
이 성사된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때부터 라헬은 정식으로 야곱의 약혼녀가 되는 것이다. 야
곱은 과연 라반이 이 제안을 받아들일지 어떨지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대답을 기다렸다.
야곱의 간절한 바람대로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는 자신의 딸들을 전혀 낯선 다
른 사람들에게 시집보내는 것보다는 여동생 리브가의 아들인 야곱에게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당시에는 친족 간의 결혼은 정상적인 것이었고 오히려 그것을 더 장려하던 시절이니 오늘날의 잣대
로 성경을 보아서는 곤란하다. ) 하지만 라반이 야곱의 제안을 순순히 받아들인 데에는 다른 의도가
있었다. 바로 맏딸 레아 때문이다. 라헬은 용모가 아름다워 누구나 탐을 냈지만 레아는 그렇지 못했
다. 라반은 어떻게 해서든 레아를 빨리 결혼시키는게 급선무였다. 그런데 야곱이 생각지도 않은 제안
을 해 오자 이게 웬 떡이냐 싶었다. 빠르게 머리를 굴려 계산을 끝낸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받
아들였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을 얻는다는 일념으로 칠 년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다. 말이 쉽지 사실 7년이라
는 시간은 얼마나 긴 시간인가? 하지만 야곱에게 칠년은 불과 며칠에 지나지 않았다. 라헬을 향한 깊
은 사랑이 길고 긴 노동의 시간을 상쇄했기 때문이다. 드디어 약속한 기간이 다 되었다. 야곱은 기쁜
마음으로 외삼촌 라반에게 라헬을 아내로 달라고 요구했다. 라반은 약속대로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혼인 잔치를 했다. 당연히 신부는 라헬이었다. 잔치가 끝나고 밤이 되었다. 드디어 신랑이 준비
한 신혼방으로 신부가 들어갈 시간이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이지 라반은 라헬 대신 레아를 신부의 옷으
로 단장시켰다. 그리고는 신혼방으로 들여 보냈다. 칠흑같이 어둡고 깜깜한 밤이라 장막 안은 사람의
형체를 제대로 알아 볼 수 없을 정도였다. 그 사실을 전혀 모르는 야곱은 기쁘고 설레는 맘으로 신부
를 맞이했을 것이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밝아왔다. 신혼의 기쁨에 겨워 단잠을 잔 야곱은 느즈막히 눈
을 떴다. 그리고는 사랑스런 눈길로 곁에 누운 신부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마른 하늘
에 날벼락도 유분수지 실로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자기 곁에 누워 있는 여인은 자신이 그토록 사
랑했던 라헬이 아니라 그녀의 언니 레아였던 것이다!
야곱은 너무도 화가 나서 곧바로 외삼촌 라반을 찾아가 따져 물었다. 라반은 너무도 태연하게 대답한
다. 라반이 사는 지역에서는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것은 도리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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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쩔 수 없이 그랬단다. 그리고는 레아와의 신혼 기간 칠 일을 채우란다. 그러고 나면 라헬을 줄 테니
칠 일만 더 기다리라고 한다.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이 더 어처구니가 없다. 라반은 야곱에게 라
헬을 얻는 대가로 칠 년을 더 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야곱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제안이지
만 그렇다고 거절할 수도 없다. 야곱은 절대로 라헬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라반은 이미 그 사
실을 간파하고 있었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꾸며 야곱을 속인 것이다. 그 동안 아버지와 형을 속
이고 살아온 야곱이 이번엔 거꾸로 외삼촌에게 보기 좋게 당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야곱은 그 제안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만약 라반이 처음부터 레아를 먼저 아내로 맞이하라 했다면 절대로 7년 기
간으로 협상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야곱이 7년 이라는 길 세월을 힘들다 여기지 않고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라헬 때문이었다. 그런데 그 라헬을 위해서 다시 칠 년을 더 일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라헬
의 몸값으로 야곱이 지불한 금액은 자그마치 그의 14년치 연봉인 셈이다. 야곱은 라반이 내건 조건에
할 수 없이 합의했고, 7일 후 약속대로 라헬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었다. 하지만 야곱은 이제부터 다시
칠 년을 라반의 집에서 일해야 한다. 이 일로 인해 야곱의 삶은 자기의 생각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흘
러가기 시작한다.
야곱은 그동안 늘 속이는 자로 살았다. 남의 약점을 이용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야비한 사람
이었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철학이었다. 그
리고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도망자 신세가 되었다. 도망치던 첫날 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다. 그리
고 그에게 언약을 선포하셨다. 야곱은 비록 쫓기는 몸이었지만 엄연히 언약의 주체가 된 것이다. 이제
부터 그의 삶은 도망자로서가 아니라, 언약을 받은 당사자요 주체로서 그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한
고된 훈련에 돌입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라반을 붙이신 것이다. 야곱은 라반을 통해 불합리한 일을 당
하고도 꼼짝없이 속만 끓이며 살아야 하는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된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다. 하나님께 구원 받고 약속을 받기 전에는 우리 마음대로 살았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박
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
님의 통제와 훈련을 받으며 살아가게 돼 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고난이다. 지금 당신은 그런 고
난 가운데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확실하다. 힘들지만 그런 혹독한 훈련을 이
겨내고 나면 이전과 달라진 자신을 보게 될 것이다. 세상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그 대신 성경적 가치관
이 새로운 당신을 빚어갈 테니 말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고 나서 당신의 삶은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훈련을 받고 있나요? 그 훈련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어떤 점을 다루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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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받지 못한 여인 레아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29:30~35)
(30 절) 야곱은 라헬에게도 들어갔고,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ת־רחֵּ ל ִמל ָ ֵָּׁ֑אה
ָ ֶל־רחֵֶּּׁ֔ ל ַו ֶיאֱהַ ב גַם־א
ָ ֶ) ַו ָיב ֹא גַם א
그는 다시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습니다. () ַו ַיעֲבֹ ד עִ ֶּׁ֔מֹו עֹוד שֶ בַ ע־שָ נִ ים אֲחֵּ רֹות
(31 절) 여호와께서 레아가 미움 받는 것을 보셨습니다. (י־שנּואָ ה ל ֶּׁ֔ ֵָּאה
ְּ ִ) ַוי ְַּרא יְּ הוָה כ
여호와께서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ת־רחְּ ָ ָׁ֑מּה
ַ ֶ)וַיִ פְּ תַ ח א
그러나 라헬은 불임이었습니다. ()וְּ ָרחֵּ ל עֲקָ ָרה
(32 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했습니다.
(אּובָׁ֑ן
ֵּ )וַתַ הַ ר לֵּאָ ה וַתֵּ לֶד ֶּׁ֔ ֵּבן ו ִַתקְּ ָרא ְּשמֹו ְּר
그녀가 말했습니다. ()כִ י אָ ְּמ ָר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보셨으니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ישי
ִ י־ראָ ה יְּ ה ָוה בְּ עָנְּ ִֶּׁ֔יי כִ י עַתָ ה ֶיאֱהָ בַ נִ י ִא
ָ ִ)כ
(33 절)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וַתַ הַ ר עֹוד וַתֵּ לֶד בֵּ ן
그녀가 말했습니다. () ַות ֹאמֶ ר
여호와께서 내가 미움 받는 것을 들으시고 나에게 또 아들을 주셨다.
(י־שנּואָ ה אָ ֶֹּׁ֔נכִ י וַיִ תֶ ן־לִ י גַם־אֶ ת־זֶ ָׁ֑ה
ְּ ִ)כִ י־שָ מַ ע יְּ הוָה כ
그녀는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했습니다. ()ו ִַתקְּ ָרא ְּשמֹו ִש ְּמעֹון
(34 절)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וַתַ הַ ר עֹוד וַתֵּ לֶד בֵּ ן
그녀가 말했습니다. () ַות ֹאמֶ ר
이제부터 나의 남편이 나에게 연합할 것이다. (ישי אֵּ ֶַּׁ֔לי
ִ )עַתָ ה הַ ַפעַם יִ ָלוֶה ִא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세 명의 아들을 낳아줬기 때문이다. ()כִ י־ ָיל ְַּד ִתי לֹו ְּשֹלשָ ה בָ ִנָׁ֑ים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레위라 했습니다. (א־שמֹו לֵּוִ י
ְּ )עַל־כֵּן קָ ָר
(35 절) 그녀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וַתַ הַ ר עֹוד וַתֵּ לֶד בֵּ ן
그녀가 말했습니다. () ַות ֹאמֶ ר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הַ ַפעַם אֹודֶ ה אֶ ת־יְּ ה ֶּׁ֔ ָוה
그러므로 그녀는 그의 이름을 유다라 했습니다. (הּודה
ָׁ֑ ָ ְּ)עַל־כֵּן קָ ְּראָ ה ְּשמֹו י
그녀는 아이 낳는 것을 멈추었습니다. ()וַתַ עֲמֹ ד ִמלֶדֶ ת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에 가까운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는 야곱은 그 성정이 별로 변한 게 없다.
여전히 자기가 원하는 것에만 집착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철저하게 외면했다. 야곱의 왜곡되고 편향
된 성품으로 인해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였다. 하지만 그
런 레아를 하나님이 돌보고 계셨다. 어쩌다 겨우 남편과 동침을 한 레아는 그때마다 임신을 했지만 야
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라헬은 아무리 노력해도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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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 여인의 태를 열고 말고는 하나님이 결정하신
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나 언약 안에 있는 여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그 태
를 여셨다. 사라는 생리가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아이를 임신했다. 리브가도 결혼한지 20년이 지난
후에 아이를 가졌다. 그것도 성경 기록상 최초로 쌍둥이를 낳았다. 이번에는 레아와 라헬이다. 하나
님은 레아에게는 계속해서 아들을 허락하시고 반면에 라헬의 태는 철저하게 닫으셨다. 그 때문에 레
아와 라헬을 친자매이면서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며 반목하는 원수같은 관계로 치닫는다.
먼저 레아부터 얘기해 보자. 레아는 무엇보다 남편 야곱으로부터 한 번만이라도 사랑받아 보는 게 소
원인 여인이다. 그녀는 늘 라헬에게 밀려 뒷방 신세였다. 야곱이 레아를 찾아 온 것은 그녀를 사랑해
서가 아니라 단지 의무감 때문이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합방을 한 후에는 어김없이 임신을 했다. 라헬
은 단 한 번도 임신이 된 적이 없는데 레아는 그새 무려 네 명의 아들을 줄줄이 낳는다. 레아는 아들을
낳을 때마다 남편을 향한 사무치는 소망을 아들 이름에다 담았다. 남편 야곱이 아들 이름을 부를 때마
다 자기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에서였을 것이다. 레아는 첫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 (אּובָׁ֑ן
ֵּ ) ְּר이라고 불렀다. 르우벤이란 말은 ‘아들을 보라!’라는 의미다. 자기가 야곱에게 첫 아들
을 안겨 준 셈이니, 이 아들로 인해 드디어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다. 아들을 앞세워
서라도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레아의 마음이 고스란히 그 이름에 담겨 있다.
레아가 야곱에게 첫아들을 안겨 주었지만 야곱은 여전히 레아에게 마음을 주지 않았다. 레아는 그저
자기에게 아들을 낳아준 ‘씨받이’정도로 여겼을 뿐이다. 야곱은 레아가 아니라 라헬에게서 아들이 태
어나기를 간절히 원했다. 하지만 현실은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지금 야곱은 라헬을 얻기 위해 라반
과 약속한 7 년의 기한을 채우기 위해 열심히 노역하고 있다. 남의 집 더부살이도 고달프고 힘든데 가
정사조차 자기 뜻대로 돌아가지 않으니 너무도 답답했을 것이다. 자식은 하나 둘, 늘어가는데 노동의
대가는 고스란히 라반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바치고 자기는 여전히 빈털터리다. 게다가 사랑하는 라
헬과의 사이에는 자식 소식은 감감이다. 레아는 레아대로 남편의 사랑을 애원하며 자식을 앞세워 동
생 라헬의 속을 뒤집어 놓고 있다. 몸도 힘든데 마음까지 고된 이중고에 시달리는 이런 상황에서 야곱
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도대체 야곱은 이 일을 해결할 능력이 있을까?
얼마 안 있어 하나님은 레아에게 둘째 아들을 주셨다. 르우벤을 낳았지만 남편은 자신에게 여전히 눈
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또 간절히 빌었다. 그러자 하나님은 또 다시 레아에게 아들을 허
락하셨다. 아들을 낳자 이름을 시므온이라 지었다.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 주셨다는 말이다. 이
번에도 레아는 시므온을 통해 야곱의 사랑을 얻고자 했다. 그만큼 남편을 향한 사랑이 간절했다. 사실
레아 ()ל ֶּׁ֔ ֵָּאה라는 이름 자체가 지친 자, 탈진한 자라는 뜻이다. 레아는 삶에 지치고 사랑에 지쳤다. 아들
을 앞세워서라도 남편의 사랑을 얻고자 학수고대하는데도 남편은 꿈쩍도 않는다. 야곱에게는 언제
나 라헬뿐이다. 일을 끝내고 지친 몸으로 돌아오면 어김없이 부르는 이름은 늘 라헬이었다.
레아는 또 다시 아들을 낳았다. 세 번째 아들이다. 그녀는 아들의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다. 레위는 연
합이라는 뜻이다.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이 이 정도 되면 제 아무리 야곱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아내로
받아들여 연합하지 않겠느냐 여겼다. 그러나 이번에도 달라진 게 없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레아
는 아들을 통해 남편의 사랑을 얻는 것은 불가능함을 아들 셋을 낳는 동안 뼈저리게 경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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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사랑을 포기한 그녀가 넷째를 임신했다. 레아는 더 이상 야곱의 사랑을 갈망하지 않았다. 이제
는 야곱 대신 자신에게 아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다. 야곱에게 갈망한 인간적 사랑 대신에
자신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늘 신실하게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된 것이다. 그래서 레아가
넷째 아들을 낳고는 그 이름을 유다라 지었다.
“이제부터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레아는 더 이상 야곱의 사랑을 기대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여호와를 바라보게 되었다. 그녀
의 이름처럼 레아는 삶에 지치고 사랑에 지쳤다. 동생 라헬과 비교 당하는 것에 지쳤고, 남편에게 경
시당하는 것에도 지쳤다. 그녀는 남편의 사랑을 얻는데 끝내 실패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자신을 항
상 지켜보며 사랑의 눈길을 주고 계신 분이 보였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고 보니 네 명의 아
들을 낳기까지 레아는 한 번도 하나님을 제대로 찬양한 적이 없었다. 오직 남편에게만 초점을 맞추느
라 하나님의 은혜는 잊고 살았다. 그런데 넷째 아들을 낳고 나서야 문득 깨달음이 왔다. 세상에서 지
친 자신을 위로하고 돌보아 주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다.
삶에 지치고 힘들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는가? 오늘도 막연한 기대 속에 하루를 살지만 삶은 늘 우
리를 속이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지는 않는가? 이 사람 저 사람 쫒아 다니면서 뭔가를 기대해 보지
만 결과는 실망뿐일 때가 많다. 그렇게 우리의 몸과 맘이 점점 지쳐갈 때 과연 우리가 기댈 곳은 어디
인가? 예수그리스도의 품 아닌가? 이 세상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
하신다. 예수님의 품안으로 오라고…그러면 진정한 쉼을 주시겠다고…당신은 지금 얼마나 무거운
짐에 눌려 지쳐가고 있는가? 그 짐을 예수님께 내려 놓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을 누려보지 않
겠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지금까지 무엇에 집착하며 살아왔나요? 그것이 당신에게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었나요? 당
신은 언제 삶이 지치고 힘들게 느껴졌나요? 그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분과의 만
남에서 당신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18

두 아내의 무한 경쟁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30:1~13)
(1 절) 라헬이 그녀가 야곱에게 아이를 낳지 못함을 보고, ()וַתֵּ ֶרא ָרחֵּ ל כִ י ל ֹא יָלְּ דָ ה לְּ ַיעֲקֶֹּׁ֔ ב
라헬은 그녀의 언니를 시기하였습니다. ()ו ְַּתקַ נֵּא ָרחֵּ ל בַ אֲחֹ ָ ָׁ֑תּה
그녀는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 ַות ֹאמֶ ר אֶ ל־ ַיעֲקֹ ב
내게 자녀를 주세요. ()הָ בָ ה־לִ י בָ ֶּׁ֔ ִנים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리겠습니다. ()וְּ ִאם־אַ יִ ן מֵּ תָ ה אָ נֹ כִ י
(2 절) 야곱은 라헬에게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וַיִ חַ ר־אַ ף ַיעֲקֹ ב בְּ ָר ֵּ ָׁ֑חל ַוי ֹאמֶ ר
당신 태중의 열매를 막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대신할 수 있겠는가?
()הֲתַ חַ ת אֱֹלהִ ים אָ ֶֹּׁ֔נכִ י אֲשֶ ר־מָ נַע ִממֵּ ְך פְּ ִרי־בָ טֶ ן
(3 절) 그녀가 말했습니다. () ַות ֹאמֶ ר
여기 내 여종 빌하가 있으니 그녀에게 들어가세요. ( ָ)הִ נֵּה אֲמָ ִתי בִ לְּ הָ ה ב ֹא אֵּ לֶ ָׁ֑יה
그녀가 네 무릎 위에 아이를 낳을 것입니다. ()וְּ תֵּ לֵּד עַל־בִ ְּר ֶַּׁ֔כי
그래서 나도 그녀를 통해 자녀를 얻을 것입니다. ()וְּ ִאבָ נֶה גַם־אָ נֹ כִ י ִממֶ נָה
(4절) 라헬이 그녀의 여종 빌하를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שה
ָׁ֑ ָ )ו ִַתתֶ ן־לֹו אֶ ת־בִ לְּ הָ ה ִשפְּ חָ תָ ּה לְּ ִא
야곱은 그녀에게 들어갔습니다. () ַו ָיב ֹא אֵּ לֶיהָ ַיעֲקֹ ב
(5 절) 빌하가 임신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וַתַ הַ ר בִ לְּ הֶָּׁ֔ ה וַתֵּ לֶד לְּ ַיעֲקֹ ב בֵּ ן
(6 절) 라헬이 말했습니다. () ַות ֹאמֶ ר ָרחֵּ ל
하나님께서 나의 정당함을 입증받게 하셨다. (ֱֹלהים
ִֶּׁ֔ )דָ נַנִי א
그가 내 목소리를 들으시고, 내게 아들을 주셨다. ()וְּ גַם שָ מַ ע בְּ קֹ לִֶּׁ֔ י וַיִ תֶ ן־לִ י ֵּ ָׁ֑בן
그래서 그의 이름을 단이라고 했습니다. ()עַל־כֵּן קָ ְּראָ ה ְּשמֹו דָ ן
(7 절) 라헬의 여종 빌하가 다시 임신하여 두 번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습니다.
() וַתַ הַ ר ֶּׁ֔עֹוד וַתֵּ לֶד בִ לְּ הָ ה ִשפְּ חַ ת ָר ֵּ ָׁ֑חל בֵּ ן שֵּ נִ י לְּ ַיעֲקֹב
(8 절) 라헬이 말했습니다. () ַות ֹאמֶ ר ָרחֵּ ל
내가 내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נַפְּ תּולֵּי אֱֹלהִ ים נִ פְּ תַ לְּ ִתי עִ ם־אֲחֹ ִתי גַם־י ָׁ֑ ָֹכלְּ ִתי
그녀는 그의 이름을 납달리라고 했습니다. ()ו ִַתקְּ ָרא ְּשמֹו נַפְּ תָ לִ י
(9 절) 레아는 자신의 출산이 멈춘 것을 보고, 그녀의 여종 실바를 데려와서 그녀를 야곱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וַתֵּ ֶרא ל ֶּׁ֔ ֵָּאה כִ י ע ְָּמדָ ה ִמלֶ ָׁ֑דֶ ת ו ִַתקַ ח אֶ ת־זִלְּ פָה ִשפְּ חָ ֶּׁ֔ ָתּה ו ִַתתֵּ ן אֹ תָ ּה לְּ ַיעֲקֹ ב לְּ ִאשָ ה
(10 절) 레아의 여종 실바는 야곱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וַתֵּ לֶד זִלְּ פָה ִשפְּ חַ ת לֵּאָ ה לְּ ַיעֲקֹ ב בֵּ ן
(11 절) 레아가 말했습니다. () ַות ֹאמֶ ר לֵּאָ ה
복이 왔다! ()בְּ גָד
그녀는 그의 이름을 갓이라고 했습니다. (ת־שמֹו גָד
ְּ ֶ)ו ִַתקְּ ָרא א
(12 절) 레아의 여종 실바는 임신하여 두 번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습니다.
()וַתֵּ לֶד זִלְּ פָה ִשפְּ חַ ת ל ֶּׁ֔ ֵָּאה בֵּ ן שֵּ נִ י לְּ ַיעֲקֹ ב
(13 절) 레아가 말했습니다. () ַות ֹאמֶ ר ל ֶּׁ֔ ֵָּאה
기쁘다! 여자들이 나를 기쁜 사람이라 부를 것이다. ()בְּ אָ ְּש ִרי כִ י ִא ְּשרּונִ י בָ נָׁ֑ ֹות
그녀는 그의 이름을 아셀이라고 했습니다. (ת־שמֹו אָ שֵּ ר
ְּ ֶ)ו ִַתקְּ ָרא 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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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레아가 네 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 라헬은 단 한 명의 자식도 갖지 못했다. 곱고 자상했던 라헬은 점점
시기와 질투심으로 마음이 상해갔다. 결국 그녀는 끓어 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 다짜고짜 야곱
에게 아들을 달라고 따지고 들었다. 아들을 주지 않으면 죽어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다. 그 만큼 그녀
는 절박했다. 남편의 사랑도 자식 없는 허무감을 달랠 수 없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곧 미래가 없는
것이다. 남편의 모든 재산이나 하나님의 축복도 모두 레아의 아들들이 차지하게 될 판이다. 생각하면
할수록 라헬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오죽했으면 자기 목숨을 담보로 야곱을 협박했겠는가? 하지만
이런 라헬을 다독이는 데 한계에 다다른 야곱은 도리어 역정을 내며 라헬에게 말했다.
“당신 태중의 열매를 막고 계신 하나님을 내가 대신 할 수 있겠는가?”
야곱의 대답은 그의 답답한 심경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 야곱인들 라헬로부터 아들을 얻고 싶지 않았
겠는가? 레아가 네 명의 아들을 낳아 주었어도 레아는 물론 그 아들들에게까지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야곱이다. 레아를 아내로 받아주지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녀가 낳은 아들들이 야곱의 마음에
들 리 만무하다. 훗날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이 그 요셉을 얼마나 편애했는지를 보면 야곱의 심
정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어쩌면 야곱이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상대는 라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지도 모른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자식 문제로 그렇게 힘들어 하는데도 자신은 아무 것도 해줄 수
없다는 자괴감과 무력감 때문에 말이다.
이런 상황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던지 라헬은 야곱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 자신의 여종 빌하가 있
으니 그와 동침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것이다. 얼마나 그 마음이 간절했으면 여종을 통해서라도 아이
를 얻고자 했을까? 라헬의 이런 모습은 그의 시할머니 사라의 모습과 닮아 있다. 사라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었다. 남편의 나이는 점점 늙어가는데 자식이라곤 없었으니 남편에게 깊은 죄책감이
들었다. 그녀는 남편에게 자신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라고 말한다. 그래서 낳은 아들
이 바로 이스마엘이다. 물론 사라의 경우와 라헬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아브라함과 달리 야곱에게
는 이미 네 명의 아들이 있다. 그러니 지금 라헬이 뗴를 쓰며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집안에 후사가 없
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 소생의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이다. 어디까지나 라헬 개인의 라이벌 의식과 자
존심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야곱은 라헬의 여종 빌하를 통해 두명의 아들을 낳는다. 단과 답달리가 그들이다. 라헬은 빌하가 나은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을 단이라 했다. 그것으로 자신의 정당성을 입증받으려 했고, 하나님이 그의 바람
대로 아들을 주셨으니 자기의 요구가 정당성을 얻게 되었다고 생각했다. 빌하가 낳은 두 번째 아들 이
름은 납달리다. 자신이 언니 레아와의 경쟁에서 승리했다고 자평하며 지은 이름이다. 그러고 보면 라
헬은 레아에 대해 일종의 패배 의식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자식이 없음은 절대적 결핍이다. 물론
야곱은 이미 레아를 통해 아들을 넷이나 낳은 상태다. 따라서 라헬이 느끼는 패배감이나 결핍감은 라
헬 개인의 문제지 야곱 가문의 문제는 아니다. 하지만 라헬은 언니 레아와 서로 극심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었다. 레아는 남편의 사랑에 목말라 했고 라헬은 자식에 목말라 했다. 특히나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지만 그에 더해 남편의 자식까지 낳음으로써 경쟁적 우위를 독점하고자 했
다. 그런데 자식이 없으니 그럴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비록 자기 배로 직접 낳은 아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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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만 법적으로 라헬은 두 명의 아들을 가진 셈이다. 라헬은 납달리를 통해 언니와의 경쟁에서 이
겼다고 승리를 선포했다.
그런 라헬에 맞서 이번에는 레아가 나섰다. 레아라고 그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다. 레아는 자신의 여
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었다. 이번에도 야곱은 순순히 레아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어찌보면 야곱도 참
으로 무심하기 짝이 없다 싶다. 레아가 왜 이런 일을 벌이는지 감도 못 잡는 것처럼 보인다. 게다가 라
헬이 언니에게 얼마나 강한 질투심을 갖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듯이 행동하고 있다. 어쨌든 야곱은 레
아의 몸종 실바를 통해 또 다시 아들 둘을 낳았다. 첫째가 갓이고, 둘째가 아셀이다. 갓은 ‘복이 왔다’라
는 뜻이고 아셀은 ‘기쁨’이라는 뜻이다. 넷째 아들을 낳고 하나님을 찬양한 레아는 몸종 실바를 통해
두 아들을 더 얻게 돼서 정말 기뻤던 것 같다. 이렇게 두 자매의 질투와 경쟁심 덕에 야곱은 여덟 명의
아들을 갖게 되었다. 알다시피 야곱은 모두 열두 명의 아들을 갖게 되고 그들에게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형성된다. 갓과 아셀까지낳았으니 제법 그 토대가 만들어진 셈이다.
인간은 누구나 서로 질투하고 경쟁한다. 인간들은 스스로 삶의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쟁취하기 위해
무한 경쟁을 한다. 언뜻 보면 세상은 인간들의 뜻대로 돌아가는 듯하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일이 하
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이 인간들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지금 이 장면도 그렇다. 야곱이 여덟 명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은 내내 침묵하고 계신다.
앞으로도 라헬과 레아의 질투와 경쟁은 계속될 것이고 네 명의 아들이 더 생기게 된다. 그렇게 해서 열
두 지파의 토대가 완성된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야곱에게서 열두 지파를 얻는 것이 하
나님의 뜻이기에 야곱의 집에 계속 아들이 태어나는 것은 야곱의 탁월한 생식 능력 때문도 아니요, 두
아내의 질투와 경쟁 때문도 아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고자 인간의 삶에 간섭하셨기 때
문에 일어난 일이다. 우리들도 그렇다.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많은 봉사와 사역을 하는 것은 하
나님의 일이고 그 외의 것은 모두 세상 일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 편에서
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분 안에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기 때
문이다. 그렇기에 우리 삶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 것으로 양분될 수가 없다. 게다가 성공과 실패조차도
함부로 예단할 수 없다. 우리 눈에 보이는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 눈에는 별 의미가 없다. 하나님이 뜻
하신 일이라면 실패로 보이는 삶도 성공한 삶이 될 수 있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혀 온 여인은 간음
이라는 너무도 수치스런 죄를 지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여인은 사람들에게 붙잡혀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다. 그녀의 삶은 실패한 삶이다. 만인이 보는 앞에서 수치스런 죄가 드러났고 수많은 이들이 보
는 앞에 죄인으로 끌려왔으니 말이다. 그런데 그 여인은 하필이면 예수님 앞으로 끌려 왔기에 예수님
을 만나게 되었고, 진실로 그 죄를 용서받게 되었다. 그녀는 이 일로 참된 용서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실패처럼 보이는 그녀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승리의 삶으로 뒤바뀌게 된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시며 그 과정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당신이 그 사실을 아는 자라면 실패했을지라도 숨어 있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 하
나님은 당신의 실패를 통해서도 당신을 향한 그분의 뜻을 보여 주실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지금까지 살아온 당신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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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환채를 통해 얻은 아들들(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30:14~24)
(14 절) 밀 추수철이 되었을 때, 르우벤이 들에 나가서 합환채를 발견했습니다.
() ַו ֵּילְֶך ְּראּובֵּ ן בִ ימֵּ י קְּ צִ יר־חִ ִטים וַיִ ְּמצָ א דּודָ ִאים בַ שָ ֶּׁ֔ ֶדה
그는 그것을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 ַויָבֵּ א אֹ ֶּׁ֔ ָתם אֶ ל־לֵּאָ ה ִא ָׁ֑מֹו
라헬이 레아에게 말했습니다. () ַות ֹאמֶ ר ָרחֵּ ל אֶ ל־ל ֶּׁ֔ ֵָּאה
제발 나에게 네 아들 르우벤의 합환채를 줘! () ְּתנִ י־נָא לִֶּׁ֔ י ִמדּודָ אֵּ י בְּ נְֵּך
(15 절) 레아가 라헬에게 말했습니다. () ַות ֹאמֶ ר לָּה
네가 나의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ישי
ִ ֶּׁ֔ ת־א
ִ ֶ)הַ ְּמעַט קַ חְּ תֵּ ְך א
그런데 너는 내 아들의 합환채도 빼앗으려고 하느냐? ()וְּ לָקַ חַ ת גַם אֶ ת־דּודָ אֵּ י בְּ ִנָׁ֑י
라헬이 말했습니다. () ַות ֹאמֶ ר ָרחֵּ ל
그러면 언니 아들의 합환채를 대신하여 오늘 밤 그가 언니와 동침할 거야.
() ָלכֵּן יִ ְּשכַב עִ מָ ְך הַ ֶַּׁ֔ליְּ לָה תַ חַ ת דּודָ אֵּ י בְּ נְֵּך
(16 절) 저녁 때가 되어 야곱이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 ַו ָיב ֹא ַיעֲקֹ ב ִמן־הַ שָ דֶ ה בָ ע ֶֶרב
레아가 그를 만나기 위해 나와서 말했습니다. ()וַתֵּ צֵּ א לֵּאָ ה לִ קְּ ָראתֹו ַות ֹאמֶ ר
당신은 내게 들어오셔야만 합니다. ()אֵּ לַי תָ בֶּׁ֔ ֹוא
왜냐하면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로 당신을 샀습니다. ()כִ י שָ כֹ ר ְּשכ ְַּר ֶּׁ֔ ִתיָך בְּ דּודָ אֵּ י בְּ ִנָׁ֑י
그날 밤, 야곱은 그녀와 동침했습니다. ()וַיִ ְּשכַב עִ מָ ּה בַ לַיְּ לָה הּוא
(17 절) 여호와께서 레아를(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אה
ָׁ֑ ָ )וַיִ ְּשמַ ע אֱֹלהִ ים אֶ ל־ל
그녀는 임신했고, 야곱에게 다섯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ישי
ִ )וַתַ הַ ר וַתֵּ לֶד לְּ ַיעֲקֹ ב בֵּ ן ח ֲִמ
(18 절) 레아가 말했습니다. () ַות ֹאמֶ ר לֵּאָ ה
내가 내 여종을 남편에게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내 몫을 주셨다.
(ישי
ָׁ֑ ִ )נָתַ ן אֱֹלהִ ים ְּשכ ִ ֶָּׁ֔רי אֲשֶ ר־נָתַ ִתי ִשפְּ חָ ִתי לְּ ִא
그녀는 그의 이름을 잇사갈이라고 했습니다. ()ו ִַתקְּ ָרא ְּשמֹו יִ שָ שכָר
(19 절) 레아가 다시 임신하여 여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았습니다.
(ן־ש ִשי לְּ ַיעֲקֹ ב
ִ ֵּ)וַתַ הַ ר עֹוד ל ֶּׁ֔ ֵָּאה וַתֵּ לֶד ב
(20 절) 레아가 말했습니다. () ַות ֹאמֶ ר לֵּאָ ה
하나님께서 내게 좋은 선물을 주셨다. ()זְּבָ דַ נִ י אֱֹלהִ ים אֹ ִתי זֵּבֶ ד טֹוב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인정할 것이다. (ישי
ִ ֶּׁ֔ )הַ ַפעַם יִ זְּבְּ לֵּנִ י ִא
왜냐하면 내가 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기 때문이다. ()כִ י־ ָיל ְַּד ִתי לֹו ִששָ ה בָ ִנָׁ֑ים
그녀가 그의 이름을 스불론이라고 했습니다. (ת־שמֹו ְּזבֻלּון
ְּ ֶ)ו ִַתקְּ ָרא א
(21 절) 그 후에 그녀가 딸을 낳았습니다. ()וְּ אַ חַ ר יָלְּ דָ ה ַבָׁ֑ת
그녀는 딸의 이름을 디나라고 했습니다. (ת־שמָ ּה ִדינָה
ְּ ֶ)ו ִַתקְּ ָרא 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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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밀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 요즈음 달력으로는 5 월 하순에서 6월초순 경쯤일 것이다. 레아의 맏아들
르우벤이 들에 가나서 합환채를 발견했다. 루우벤은 그것을 가져다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다. 그런데
그 광경을 라헬이 보고는 레아에게 르우벤이 가져 온 합환채를 달라고 졸라댔다. 라헬은 그 합환채를
얻기 위해 거의 애원을 하다시피 했다. ‘티니-나’ () ְּתנִי־נָא는 “제발 주세요!”라는 의미다. 도대체 합환채
가 무엇이길래 천하의 라헬이 언니 레아에게 이렇게 애원을 하고 있는 것일까?
합환채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자라는 특이한 식물이다. 히브리어로는 ‘두다임’ ()דּודָ ִאים이라 불리
는 식물로 남성의 정력을 강화시키는 성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시 말해 정력에 특효약인 셈
이다. 두다임은 남성뿐 아니라 여성들에게도 효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식물이 여성의 임신을
촉진시킨다고 한다. 이 식물은 11월경부터 자라기 시작해 12 월이면 보라색 꽃이 핀다. 그리고 꽃이
지면 탁구공만한 열매가 대여섯 개 맺히는데 이 열매는 5-6월이면 완전히 익어 오렌지 색을 띈다. 합
환채는 그다지 향이 강하지는 않지만 그 약효 때문에 ‘사랑의 사과’ (love apple)로 불리기도 하는데, 아
랍 사람들은 이것을 ‘악마의 촛불’이라고도 부른다. 합환채를 먹으면 어두움 가운데 한 줄기 빛처럼
정력을 강화시켜주는 효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한다.
이 정도 되면 라헬이 그토록 간절히 합환채를 원했던 이유를 짐작하고도 남는다. 몇 가지 개연성을 놓
고 라헬이 왜 합환채를 원했는지 생각해 보기로 하자. 첫 번째는 야곱이 나이가 많아 생식 능력이 약
해졌고 그런 남편의 힘을 보강해야만 라헬이 앞으로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가정이다. 개인적으로 라헬이 야곱을 위해 합환채를 달라고 애원하지는 않았을 것이라 생각
된다. 합환채 없이도 야곱은 얼마든지 아들을 낳을 생식 능력이 있음이 이미 증명되었기 때문이다. 그
렇다고 지금 이 시점에 야곱이 합환채가 필요할 정도로 갑자기 체력이 약해졌을 리도 만무하다. 두 번
째는 레아가 합환채를 먹고 또 다시 아이를 낳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그것을 막으려고 그랬다는 가정
이다. 이 가정은 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안 그래도 벌써 많은 아들을 낳은 레아가 또 다시 아들을 갖
는다는 것은 라헬로서는 도저히 참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가정도 개인적으로는 그리
썩 와 닿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해 볼 수 있는 가정은 라헬이 스스로 합환채를 먹고 닫힌 태를 열어
보고자 그랬다는 가정이다. 사실 합환채를 획득한 이후에 라헬이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는 성경에 기
록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합환채를 분명히 라헬이 먹었다는데에 한 표를 던지겠다.
성경은 르우벤이 합환채를 가져 온 때가 밀을 추수할 무렵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시기를 언급하고 있
다. 성경 말씀은 한 마디도 그냥 흘려서는 안 된다. 특히나 절기를 의미하는 구절들은 더더욱 그렇다.
밀을 추수할 무렵이라고 말한 것은 단지 합환채가 그때 열매를 맺는다는 정보를 주고자 그런 것이 아
니다. 오리혀 시간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본다. 성경은 밀 추수를 시
작할 때 지키는 절기를 맥추절, 칠칠절,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른다. 이날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
을 받은 날과 같은 날이다. 따라서 합환채 사건이 오순절 무렵에 일어났다는 말이다.
합환채 사건이 있은 후 레아는 잇사갈과 스블론을 연이어 낳는다. 레아가 직접 낳은 아들로는 다섯째
와 여섯째다. 그리고 일곱 째는 딸인 디나였다. 개인적으로는 이름과 이름을 연결하여 해석하는 것을
그닥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번만큼은 이들 세 명의 이름을 연결해서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든
다. 레아는 자신의 몸종을 남편에게 주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자기에게 남편을 주셨다는 의미로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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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아들을 잇사갈()יִ שָ שכָר이라 이름했다. 잇사갈은 ‘보상, 값’이라는 뜻이다. 그녀가 먼저 희생했고, 그
댓가로 남편을 얻었다는 말이다. 그녀의 여섯 번째 아들 이름은 스불론() ְּזבֻלּון이다. ‘함께 거하다’는 뜻
이다. 한편 그가 마지막으로 낳은 딸 이름은 디나() ִדינָה인데 그녀의 이름은 ‘정당성을 입증받다’라는
의미다. 이들 세 명의 이름을 보고 있노라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속하는
과정과 너무도 흡사하다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스스로 값을 치르셨다.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종이라 칭했고, 우리를 섬기러 왔다고 말
씀하셨다 (막 10:45 참조). 예수님은 자신을 종의 몸으로 드려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잇사갈).
그리고는 우리의 남편이 되어 우리와 연합하신다 (스불론). 그가 우리를 정당하게 하셨고, 우리를 의
롭다 입증하셨다. (디나)
레아가 이런 생각으로 자녀들의 이름을 지었는지는 알 수 없다. 어쩌면 이름을 두고 이렇게 해석하는
게 억지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레아에게 어떤
변화가 있었음을 감지하게 된다. 레아가 아이를 일곱이나 낳는 동안 야곱이 변한 것은 하나도 없다. 야
곱은 여전히 라헬만 사랑한다. 그런데 정작 변한 것은 레아다. 지독히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
아는 그런 고통가운데 점점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태가 닫히기 전 마지막 출산 때 드
디어 하나님 안에서 정당성이 입증된 여인으로 거듭났다. 남편의 외면과 무관심이 레아로 하여금 하
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것이다. 어떤 이들은 레아의 삶이 여자로서는 너무도 비참
하고 기구하다고 말한다.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현실은 레아에게는 인내하기 힘든 고통이고 수
치였다. 확실히 세상적 관점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특별히 생각하셨고, 레아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점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다. 이처럼 삶에서 부딪치는 고난은 우리를 하나
님의 자녀로 훈련하는 더 없이 귀한 도구가 된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경험한 고통과 시련이 당신을 어떻게 하나님께로 인도했나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시련을 인
내했을 때 당신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니까?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석해 보면 어떨까
요?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로 살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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