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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이 태어나다 (주일)
오늘의 본문 (창 30:22~24)
(22 절)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셨습니다. (ת־רחֵ֑ל
ָ ֶ)וַיִּ זְכֹּ ר אֱֹלהִּ ים א
하나님께서 라헬을 (라헬의 소원을) 들으셨습니다. (ֱֹלהים
ִִּ֔ )וַיִּ ְשמַ ע אלֶיהָ א
그가 그녀의 태를 여셨습니다. (ת־רחְ מָ ּה
ַ ֶ)וַיִּ פְ תַ ח א
(23 절) 그녀는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וַתַ הַ ר וַתלֶד ֵ֑בן
그녀가 말했습니다. () ַות ֹּאמֶ ר
여호와께서 내 부끄러움을 치우셨다. ()אָ סַ ף אֱֹלהִּ ים אֶ ת־חֶ ְרפ ִָּתי
(24 절) 그녀가 그 이름을 요셉이라 하고 말했습니다. (ת־שמֹו יֹוסף לאמֵֹּ֑ ר
ְ ֶ)ו ִַּתקְ ָרא א
여호와께서 내게 다른 아들을 더하시기를 원한다. ()יֹּ סף יְ הוָה לִּ י בן אַ חר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야곱의 자식들이 늘어나는 동안 라헬의 시름은 깊어만 갔다. 급기야 남편하고 잘 수 있는 권리를 레아
에게 넘겨주는 조건으로 합환채를 사기까지 했다. 그러고도 아무 일 없이 시간은 흘러갔다. 합환채를
손에 넣고도 자기는 여전히 자식을 갖지 못하는데 합환채를 넘겨 주고 야곱과 동침한 언니 레아는 그
사이 세 명의 아이를 더 낳았다. 지금까지 레아가 직접 낳은 자녀들만 일곱이다.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낳은 자식들까지 포함하면 모두 아홉이나 된다. 반면에 라헬은 자기가 직접 낳은 아들은 전혀 없고, 홧
김에 야곱에게 준 몸종 빌하에게서 낳은 아들 둘이 전부다. 야곱이 동침한 네 명의 여인 중에 유일하
게 자기만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 라헬에게 얼마나 큰 수치심을 주었을지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그런 라헬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셨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동안 잊
고 계시다가 그 시점에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이 때가 찰 때까지 그 고통을 지켜
보며 인내하셨다는 뜻이다. ‘기억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자카르’ ()זכר인데 이 단어가 동사로 하
나님과 함께 쓰일 때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실 때’를 의미한다. 즉,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직접 일
을 하신다’는 의미로 쓰였다. 두 가지 실례를 살펴보자.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
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창 8:1).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
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
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
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 2:23-25).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그와 함께 방주에 오른 모든 짐승들을 기억하셨다. 그리고 이제
방주에서 내릴 때가 되었고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시기 시작했다.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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셨다고 했는데 그 바람은 하나님의 영과 동일한 단어인 루와흐다.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신 것이다.
노아가 제 아무리 애쓴다 해도 그 많은 물을 없애고 방주를 마른 땅에 내려 앉힐 힘은 없다. 오직 하나
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자카르’(기억)하신다는 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는 말이다.
출애굽기 말씀도 마찬가지다.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로 내려간 칠십 명의 야곱 가족은 해가 갈수록
그 숫자가 늘어갔다. 그러는 동안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아는 모든 사람들도 죽었다. 그 기간에 이집트
에서는 정변이 나서 요셉을 중용했던 왕조가 쫓겨나고 다른 왕조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새롭게 등극
한 힉소스 왕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적대적이었고 급기야 그들을 노예로 전락시켜 버렸다.
날이 갈수록 이집트의 탄압과 착취의 강도는 높아만 가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고통으로 울
부짖기에 이르렀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의 고통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묵묵히 지켜보고 계셨다. 그
러다가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
삭, 야곱과 세운 언약을 ‘자카르’하셨다. 그리고 그들을 구출할 계획을 실행에 옮기신다. 하나님이 ‘자
카르’하시면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참고로 출애굽기 2장 25절의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에서 ‘기억하셨더라’로 번역된 단어는 ‘야다이’()יָדַ ע인데 이 단어는 ‘아셨더라’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창세기 저자는 ‘자카르’라는 이 단어를 라헬에게 사용했다. 이 단어는 사라의 고통 중에도, 리브가의
기도 중에도 쓰이지 않은 단어다. 라헬의 현재 상황이 방주에 갇혀 이리저리 떠도는 노아보다도 더 안
타까운 상황일까? 라헬의 고통이 400여년을 노예로 압제 당하며 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보다도
더 컸을까? 분명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성경은 라헬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만큼 라헬의 심
적 고통이 대단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라헬의 현 상황이 앞의 두 상황에 버금갈 정도
로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라헬의 고통은 단지 한 개인의 아픔이 아니라는 말이다.
하나님이 드디어 닫았던 라헬의 태를 여셨다. 라헬이 임신을 한 것이다. 아마도 세상 사람들은 합환채
의 효력이 드디어 빛을 발했다고 치부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라헬이 합환채를 산 후 레아가 연
속해서 세 명의 아이를 낳는 동안에도 라헬에게 임신 소식이 없었다는 건 그 용하다는 합환채마저도
라헬에겐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증거다. 이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 해결하실 수 있다. 때가 차기까지 그
녀의 태를 닫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때가 되면 그분이 개입하실 것이다. 그리고 드디어 그 때
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 라헬을 자카르 하셔서 낳은 아들이 바로 요셉이다.
요셉을 얻기까지 참으로 기나긴 시간이 걸렸다. 라헬은 남편에게 매달려도 보고 떼도 써 보았으며, 화
가 나서 따지기도 하고 심지어 자존심까지 버리고 합환채로 효험을 보려고도 했다. 하지만 이 모두가
허사였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들의 삶도 그렇다. 일은 꼬여만 가는데 도
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온갖 궁리를 해 보아도 다 허사일 뿐이다. 아니, 어
떨 땐 오히려 일이 더 꼬이고 상황이 악화될 때도 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 매달리
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며, 분노하기도 하고 자포자기로 넋을 놓을 때도 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나
만 외면하시는 것 같다고 느껴지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리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래서 신앙은 인내요, 기다림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의 자카르를 체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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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이 자신의 케릭터를 찾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30:25~34)
(25 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ת־יֹוסף ַוי ֹּאמֶ ר ַיעֲקֹּ ב אֶ ל־ל ִ֔ ָָבן
ֵ֑
ֶ) וַיְ הִּ י ַכאֲשֶ ר יָלְ דָ ה ָרחל א
저를 보내주십시오. 제가 제 땅, 제 고향으로 갈 것입니다.
(קֹומי ּולְ אַ ְרצִּ י
ִּ ל־מ
ְ ֶ)שַ לְ חנִּ י וְ אלְ ִָ֔כה א
(26 절)
제가 외삼촌을 섬겨서 얻은 아내와 자녀들을 주셔서 저로 출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תנָה אֶ ת־נָשַ י וְ אֶ ת־יְ לָדַ י אֲשֶ ר עָבַ ְד ִּתי אֹּ ְתָך בָ הן וְ א ֵ֑לכָה
외삼촌께서 제가 외삼촌께 행한 섬김을 아십니다.
()כִּ י אַ תָ ה י ִ֔ ַָדעְ תָ אֶ ת־עֲבֹּ דָ ִּתי אֲשֶ ר עֲבַ ְד ִּתיָך
(27 절) 그러나 라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לָיו ל ִ֔ ָָבן
만약 내가 네 눈 앞에서 은혜를 입었다면, (אתי חן בְ עינֶ ֵ֑יָך
ִּ ָ) ִּאם־נָא מָ צ
여호와께서 너로 인해 내게 복 주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נִּ חַ ְש ִּתי וַיְ בָ רֲ כנִּ י יְ הוָה בִּ גְ ָללֶָך
(28 절) 라반이 말했습니다. (ֹּאמר
ֵ֑ ַ ) ַוי
네 몫을 정해라. ()נָקְ בָ ה ְשכ ְָרָך ָעלַי
내가 네게 줄 것이다. ()וְ אֶ תנָה
(29 절)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 ִָ֔ליו
외삼촌께서 제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그리고 외삼촌의 가축들이 어떻게 저와
함께 있었는지 아십니다. () אַ תָ ה י ִ֔ ַָדעְ תָ את אֲשֶ ר עֲבַ ְד ִּ ֵ֑תיָך וְ את אֲשֶ ר־הָ יָה ִּמקְ נְ ָך ִּא ִּתי
(30 절)
제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습니다. ()כִּ י ְמעַט אֲשֶ ר־הָ יָה לְ ָך לְ ָפנַי
그러나 그것이 매우 번성하였습니다. ()וַיִּ פְ רֹּ ץ לָרִֹּ֔ ב
제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וַיְ בָ ֶרְך יְ הוָה אֹּ ְתָך לְ ַרגְ ִּ ֵ֑לי
그런데 저는 언제 제 가족을 위해 일하겠습니까? (יתי
ִּ )וְ עַתָ ה מָ תַ י אֶ עֱשֶ ה גַם־אָ נֹּ כִּ י לְ ב
(31 절) 라반이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내가 네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מָ ה אֶ תֶ ן־לָ ְֵ֑ך
야곱이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יעֲקֹּ ב
외삼촌께서는 제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됩니다. (ֹּא־תתֶ ן־לִּ י ְמ ִ֔אּומָ ה
ִּ )ל
만약 외삼촌께서 저를 위해 이것만 해 주신다면, () ִּאם־תַ עֲשֶ ה־לִּ י הַ דָ בָ ר הַ ִֶ֔זה
제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אָ שּובָ ה אֶ ְרעֶה צ ֹּאנְ ָך אֶ ְשמֹּ ר
(32 절)
오늘 제가 외삼촌의 모든 양떼 사이를 다니며, ()אֶ עֱבֹּ ר בְ כָל־צ ֹּאנְ ָך הַ יֹום
그 중에서 반점과 얼룩이 있는 모든 양과 어린 양 중 모든 검은 양을 가려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הָ סר ִּמשָ ם כָל־שֶ ה נָקֹּ ד וְ טָ לּוא וְ כָל־שֶ ה־חּום בַ כְ שָ ִִּ֔בים
또 반점과 얼룩이 있는 염소들을 (가려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וְ טָ לּוא וְ נָקֹּ ד בָ עִּ זִּ ֵ֑ים
그것들이 제 몫이 될 것입니다. ()וְ הָ יָה ְשכ ִָּר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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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절)

나중에 외삼촌께서 제 몫 확인차 제게 오셨을 때, 제 정직함이 제 대답이 될 것입니다.
(ַל־שכ ִָּרי לְ פָנֶ ֵ֑יָך
ְ ) וְ עָנְ תָ ה־בִּ י צִּ ְדקָ ִּתי בְ יֹום מָ חִָ֔ ר כִּ י־תָ בֹוא ע
염소 중에 반점과 얼룩이 없는 것이나 어린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은 제가 훔친 것으로
여기십시오. ()כֹּ ל אֲשֶ ר־אינֶּנּו נָקֹּ ד וְ טָ לּוא בָ עִּ זִּים וְ חּום בַ כְ שָ ִִּ֔בים גָנּוב הּוא ִּא ִּתי
(34 절) 라반이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לָבָ ן
좋다. 네가 말한대로 되도록 하자. ()הֵ֑ן לּו יְ הִּ י כִּ ְדבָ ֶרָך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라헬이 요셉을 낳은 후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을 고향으로 보내 달라고 말했다. 사실 야곱은 그 동안 무
려 14년을 라반의 집에서 일했다. 이로써 레아와 라헬 두 아내를 위한 지참금은 모두 지불한 셈이다.
그 과정에서 야곱이 겪은 수모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훗날 라반에게서 도망치다시피 나왔을 때 야곱
을 뒤따라 온 라반에게 야곱이 조목조목 따진 내용만 보더라도 야곱의 억울한 심정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야곱은 그 많은 세월을 두 아내와 아이들을 위해 꾹참고 견뎠다. 과거의 야곱 같으면 어림 반
푼 어치도 없는 일이다. 야곱은 충분히 할 만큼 했다. 야곱은 라반에게 이렇게 말한다.
“저를 보내 주십시오. 제가 제 땅, 제 고향으로 갈 것입니다. 제가 외삼촌을 섬겨서 얻은 아내와 자녀들
을 주셔서 저로 출발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삼촌께서 제가 외삼촌께 행한 섬김을 아십니다.”
이 말을 들은 라반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었다. 어디서 야곱만큼 충직한 사람을 구하랴 싶었다. 야곱
은 라반이 무슨 일을 시키든 군소리 없이 해냈다. 게다가 꾀를 부리지도 않았고, 자신을 속여 사리사
욕을 챙기는 일도 없었다. 누구보다 성실했고 누구보다 부지런했다. 지금까지 14년을 함께 하는 동안
야곱으로 인해 라반은 얼마나 많은 이득을 챙겼는지 모른다. 그런데 그 야곱이 갑자기 자기 가족을 다
데리고 떠나겠다고 하니 라반은 못내 아쉬웠다. 어떻게 해서든 야곱을 붙잡아 놓고 싶었을 것이다. 라
반은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자신이 이제껏 받은 받은 복은 바로 하나님
이 주신 복인데 이 모두가 야곱으로 인해 받은 것이니 그에게 마땅히 받을 몫을 정하라고 말한다.
이런 라반의 제안에 야곱은 뜻밖의 반응을 보인다. 사실 라반의 말대로라면 자기 때문에 복을 받은 것
이니 그간 14년 동안 불어난 부의 절반을 떼어 달라고 말해도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자기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14년 동안 야곱이 얼마나 많은 부를 라
반에게 안겨 주었든 그건 자신의 몫으로 주장할 근거가 없다. 그 모두가 신부를 얻기 위한 지참금이었
으니 말이다. 사실 야곱이 라반과 이런 계약을 할 때만 하더라도 자신으로 인해 라반이 이 정도로 재
산이 불어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더군다나 야곱은 장막에만 있던 사람이라 거
친 일은 별로 해 본 적도 없는 사람 아닌가? 야곱은 자신에게 일정한 몫을 떼어 주겠다는 라반의 말에
이렇게 응수한다.
“외삼촌께서 제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그리고 외삼촌의 가축들이 어떻게 저와 함께 있었는지
아십니다. 제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매우 번성하였습니다. 제
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 제 가족을 위해 일하겠
습니까?”

6

야곱의 대답은 사실상 푸념에 가깝다. 1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혼인 지참금을 값기 위해 불철주야 일
한 야곱이지만 자기 소유는 단 하나도 없는 빈털터리다.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여종에게서 낳은 아
이들이 자그마치 열 둘이나 된다. 본인을 포함해서 야곱의 식구는 모두 열 입곱이다. 집을 나설 때에
는 혈혈단신이었는데 이제는 식구가 열 일곱으로 늘었다. 야곱은 그 모든 식구들을 혼자 힘으로 먹여
살려야 한다. 사실 부자 삼촌이 가난한 조카에게 (더 정확히는 부자 장인이 가난한 사위에게) 자기가
가진 것 중에 얼마라도 먼저 떼어 주는 게 정상이다. 그런데 라반은 그러지 않았다. 그는 구두쇠였고
계산이 빠른 자였다. 야곱은 그런 라반의 속셈을 벌써 알아차리고 있었다. 만약 자기가 얼마라도 달라
고 하면 삼촌 라반은 분명 빌미를 잡아 다른 소리를 할 게 뻔했다. 그래서 야곱은 즉답을 피하고 푸념
처럼 하소연을 늘어 놓았다. 라반이 재차 물었다. 그러자 야곱은 새로운 제안을 내놓았다.
“만약, 외삼촌께서 저를 위해 이것만 하신다면, 제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겠습니다. 오
늘 제가 외삼촌의 모든 양떼 사이를 다니며, 그 중에서 반점과 얼룩이 있는 모든 양과 어린 양 중 모든
검은 양을 또, 반점과 얼룩이 있는 염소들을가려내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것들이 제 몫이 될 것입
니다. 나중에 외삼촌께서 제 몫 확인차 제게 오셨을 때, 제 정직함이 제 대답이 될 것입니다. 염소 중에
반점과 얼룩이 없는 것이나, 어린 양 중에 검지 않은 것은 제가 훔친 것으로 여기십시오.”
야곱은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생각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라반에게 말했다. 짐승의 유
전적 특성을 잘 알고 있는 라반에게 야곱의 제안은 황당하기까지 했다. 순간 라반은 야곱을 참으로 순
진하고 바보같은 사람이라 생각했을 것이다. 하지만 야곱이 누구인가? 그는 차자로 태어났으면서도
형의 어려운 형편과 그의 성격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죽 한 그릇에 산 사람이다. 그뿐 아니다. 어머니
리브가가 도와 주기는 했지만 결국 형보다 앞서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그런 사
실을 알 리 없는 라반은 야곱을 순진한 조카, 세상 물정 모르는 사위 정도로만 생각했다.
야곱은 예전의 자신의 캐릭터를 다시 찾았다. 상대가 야비하게 나올 때는 자기도 똑같이 야비함으로
맞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른다. 결과적으로 야곱의 제안은 효과적이었다. 야곱이 그저 손
놓고 앉아 바보처럼 당하기만 할 사람인가? 사람은 누구나 타고난 성정이 변하기 힘들다는 것을 야곱
을 통해서 또 다시 확인할 수 있다. 그는 14년을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지만 자신의 원래 성품이 어느
순간에 툭 튀어 나왔다. 사실 하나님은 야곱의 성품을 고치고자 하지 않으셨다. 그 대신 야곱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그러한 성품이 튀어나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대개의 인간들은
자기가 예전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다 싶으면 쉽게 교만해지고, 조금 모자란다 싶으면 이내 비겁해
진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자기의 모습을 어느
정도는 감추며 산다. 겉으로 안 그런 척하고 살 뿐이다. 야곱을 비난하다가도 자신이 야곱과 같은 상
황에 처하게 되면 상황 논리로 자기 자신을 쉽게 합리화 하는 것이 인간이다. 정말 그리스도 인이라면
자기 자신에게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일’을 할
때가 많은가? 야곱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다시 또 다시 꾀를 내었다. 우리가 섣불리 그를 욕할 수 없는
것은 그 모습 속에서 우리들 내면에 감추어진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자기는 절대로 야곱과는 같
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야곱을 실컷 비난해도 좋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은 당신에게 왜 그런 성품을 주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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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이 거부가 되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30:35~43)
(35 절) 그날 라반은 가려냈습니다. () ַויָסַ ר בַ יֹום הַ הּוא
얼룩과 반점이 있는 숫염소와 ()אֶ ת־הַ ְתי ִָּשים הָ עֲקֻ ִּדים וְ הַ ְטל ִֻּאים
흰 바탕에 얼룩과 반점이 있는 암염소, () וְ את כָל־הָ עִּ זִּים הַ ּנְ קֻ דֹות וְ הַ ְטלֻאִֹּ֔ ת כֹּ ל אֲשֶ ר־לָבָ ן ִ֔בֹו
그리고 모든 어린 양 중에 검은 것을. ()וְ כָל־חּום בַ כְ שָ ִּ ֵ֑בים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들의 손에 (가려내고 남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וַיִּ תן בְ יַד־בָ נָיו
(36 절) 그는 자신과 야곱의 사이가 사흘길 거리가 되도록 했습니다.
() ַויָשֶ ם דֶ ֶרְך ְשֹלשֶ ת י ִִָּ֔מים בינֹו ּובין ַיעֲקֵֹּ֑ ב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쳤습니다. ()וְ ַיעֲקֹּ ב רֹּ עֶה אֶ ת־צ ֹּאן לָבָ ן הַ ּנֹותָ רֹּת
(37 절) 야곱은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와서
()וַיִּ קַ ח־לֹו ַיעֲקֹּ ב מַ קַ ל לִּ בְ נֶה לַח וְ לּוז וְ ע ְֶר ֵ֑מֹון
하얗게 보이는 흰 줄무늬가 있도록 껍질을 벗겨냈습니다.
() וַיְ פַצל בָ הן פְ צָ לֹות לְ בָ נִ֔ ֹות מַ חְ שֹּף הַ ל ִ֔ ָָבן אֲשֶ ר עַל־הַ מַ קְ לֹות
(38 절) 그는 껍질을 벗긴 가지들을 양떼가 와서 물을 마시는 구유에 양떼 방향으로 세웠습니다.
() ַויַצג אֶ ת־הַ מַ קְ לֹות אֲשֶ ר פִּ ִ֔צל בָ רֳ הָ ִּטים בְ ִּשקֲ תֹות הַ ָ ֵ֑מיִּ ם אֲשֶ ר תָ ב ֹּאן ָ הַ צ ֹּאן לִּ ְשתֹות לְ נֹּ כַח הַ ִ֔צ ֹּאן
그 양떼가 물 마시러 왔을 때 새끼를 뱄습니다. ()וַיחַ ְמנָה בְ בֹּ אָ ן לִּ ְשתֹות
(39 절) 그 양떼가 그 가지들 앞에서 새끼를 뱄고, 그 양떼가 줄 있고 얼룩과 반점있는 새끼를
낳았습니다. (ּוטל ִֻּאים
ְ ) ַו ֶיחֱמּו הַ צ ֹּאן אֶ ל־הַ מַ קְ לֵ֑ ֹות וַת ַל ְדן ָ הַ ִ֔צ ֹּאן עֲקֻ ִּדים נְ קֻ ִּדים
(40 절) 야곱은 그 어린 양들을 구별하고, 그 얼룩있고 검은 양들을 라반의 양떼와 마주 보게
했습니다. ()וְ הַ כְ שָ בִּ ים הִּ פְ ִּריד ַיעֲקֹּ ב וַיִּ תן פְ ני הַ צ ֹּאן אֶ ל־עָקֹּ ד וְ כָל־חּום בְ צ ֹּאן ל ָָבֵ֑ן
그는 그의 양을 따로 두었고, 라반의 양과 함께 두지 않았습니다.
() ַויָשֶ ת־לֹו עֲדָ ִּרים לְ בַ דִ֔ ֹו וְ ל ֹּא שָ תָ ם עַל־צ ֹּאן לָבָ ן
(41 절) 더 튼튼한 양들이 새끼를 밸 때 ()וְ הָ יָה בְ כָל־יַחם הַ צ ֹּאן הַ ְמקֻ שָ רֹות
야곱은 그 가지들을 양떼의 눈 앞, 구유에 놓았습니다.
() וְ שָ ם ַיעֲקֹּ ב אֶ ת־הַ מַ קְ לֹות לְ עיני הַ צ ֹּאן בָ רֳ הָ ִּ ֵ֑טים
그 가지들 사이에서 새끼를 낳도록 하기 위해, ()לְ יַחְ מּנָה בַ מַ קְ לֹות
(42 절) 그러나 더 약한 양들에게는 그가 (그 가지들을) 놓지 않았습니다. ()ּובְ הַ ע ֲִּטיף הַ צ ֹּאן ל ֹּא י ִּ ֵָ֑שים
그래서 더 약한 것은 라반의 것, 더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었습니다.
(עטֻפִּ ים לְ ל ִ֔ ָָבן וְ הַ קְ שֻ ִּרים לְ ַיעֲקֹּ ב
ֲ ָ)וְ הָ יָה ה
(43 절) 그렇게 그 사람(야곱)은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וַיִּ פְ רֹּ ץ הָ ִּאיש ְמאֹּ ד ְמאֵֹּ֑ ד
그는 많은 양떼, 여종과 남종,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가졌습니다.
(ּושפָחֹות ַועֲבָ ִִּ֔דים ּוגְ מַ לִּ ים ַוחֲמֹּ ִּרים
ְ )וַיְ הִּ י־לֹו צ ֹּאן ַר ִ֔בֹות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야곱의 제안을 받은 라반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역시 순진한 조카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적은 재산만 나누어 주어도 된다. 그 대신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고 있는 야곱을 통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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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재산은 배로 불릴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 야곱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 또한 바보
같은 일일 것이다. 덤앤더머 게임도 아닌데 말이다. 라반은 야곱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고는 그에
게 최소한의 재산만 넘겨줄 궁리를 짜내고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라반은 지체할 수 없었다. 야곱과
협상을 한 당일부터 차근차근 일을 진행했다. 만에 하나 야곱이 마음을 바꾸기라도 하면 자신의 재산
을 불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날릴 수도 있다.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어떻게 그 많은 재산을 손쉽
게 불릴 수 있단 말인가?
라반은 얼룩 반점이 있는 숫염소와 흰 바탕에 얼룩과 반점이 있는 암염소, 그리고 모든 어린 양 중에
서 검은 것은 모두 골라내서 자기 아들들에게 주었다. 이제 흰색 염소와 흰 양들만 남았다. 야곱에게
는 흰색뿐인 염소와 양들을 넘겨 주었다. 하지만 라반은 그것만으로는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만에 하
나 야곱이 가진 흰색 염소나 양들이 얼룩진 것들과 만나 교미라도 하게 되면 모든 계획이 틀어지게 된
다. 라반은 단 1%의 가능성이라도 원천적으로 봉쇄해야 했다. 그는 재빠르게 머리를 굴렸다. 천하의
야곱을 14년간이나 부려먹은 라반이 아닌가? 그는 야곱과 그 양떼를 사흘길이나 떨어진 목초지로 보
내 버렸다. 너무나도 완벽한 조치다. 라반은 자기의 계획에 흡족해서 흰색 염소와 흰 양을 끌고 길을
떠나는 야곱의 뒷보습을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이 하라는 대로 묵묵히 따랐다. 그가 시키는 대로 사흘길을 걸어 목초지와 물이 풍부
한 곳을 찾았다. 야곱이 속이 빤히 보이는 라반의 지시를 묵묵히 따른 것은 자기 나름대로 계획이 있
어서였다. 사실 라반에게 제안을 할 때부터 이 정도 일은 벌써 각오한 상태다.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비책을 가지고 있었기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이다.
목초지에 도착하자 마자 야곱은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하얗게 보이
는 흰줄 무늬가 있도록 껍질을 벗겨냈다. 그리고는 껍질을 벗겨낸 가지들을 양떼가 와서 물을 마실 때
마다 볼 수 있도록 구유에 세웠다. 그러자 희한하게도 그곳에 양떼가 물 마시러 와서는 새끼를 뱄다.
구유에 꽂아 놓은 가지 앞에서 새끼를 밴 양떼들은 한결같이 줄무늬에 얼룩과 반점이 있는 새끼를 낳
았다. 야곱은 줄무늬에 얼룩 반점이 있는 새끼 양들과 원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데리고 나온 흰 양
들을 구별해서 서로 마주 보게 했다. 그는 튼튼한 양들이 새끼를 가질 때마다 물을 담은 구유 앞에 껍
질을 벗긴 줄무늬 가지를 놓았다. 물론 약하고 비실비실한 양들이 오면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
서 튼실한 양들은 모두 얼룩이들을 낳았고 약한 것들은 흰색 새끼만 낳았다. 그 결과 튼튼한 얼룩이들
은 야곱의 소유가 되었고, 비실비실한 흰 것들은 라반의 소유가 되었다.
야곱이 한 행동은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유행하던 주술의 일종이다. 사실 그런 행동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아마도 야곱의 가족에게 이러한 주술은 일상이었던 모양이다. 레아와 라헬이 합
환채를 사랑의 묘약이라 여겨 서로 거래한 것도 그렇고, 나중에 야곱과 그 가족이 라반을 피해 도망할
때 라헬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것도 그렇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
이런 야곱의 행동에서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 보인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형식은 다분
히 주술적일 때도 많다. 과거 1970 년대 권위주의가 만연하던 시대에 ‘한국적 민주주의의 토착화’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국민들로 하여금 당시 정부가 행하는 일이 우리만의 독특한 민주주의라며 강요하
던 적이 있다. 그렇게 한다고 그 모든 것이 민주주의가 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에도 그와 비슷한 사례가 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유교나 불교 또는 샤머니즘적으로 행하던 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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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교회 안으로 들여온 것들이다. 그 중 대부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리고 싶은 세상적인 복을 비는
수단들이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새벽 기도다. 옛날 어머니들이 정안수를 떠놓고 새벽마다 간절히 빌
던 그것이 우리 나라에서는 새벽 기도로 바뀌었다. 경위야 어찌 되었든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은 장려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새벽 기도가 일종의 믿음의 척도가 돼 버렸다는
것이다. 주술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법이 되어서 새벽 기도를 나오지 않으면 믿음없는 사람으로 찍히
게 되고, 새벽 기도를 폐지한 교회는 이상한 교회로 낙인 찍히고 만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
겠지만 새벽 기도가 일단 기독교 내에 뿌리를 내리고 나면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되기 십상이고, 심지어는 공식적인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이단 시비에 휘말리기도 한다. 하
나님을 섬기는 방법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셈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런 것들에 개의치 않으신다.
인간이 무엇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이 할 일을 하시기 때문이다.
야곱도 그렇다. 야곱이 그 당시 행해지던 주술적 행위를 흉내내든 어쩌든 상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은 이미 야곱을 거부로 만들기로 작정하셨다.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자기 한 몸 살자고 아내 사
라를 이집트 바로에게 넘겨주고 그 대가로 엄청난 재물을 받았다. 그 사건으로 아브라함은 거부가 되
었다. 야곱도 그에 못지 않게 야비한 방법으로 재산을 모았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은 눈감아
주셨다. 불법으로 모은 재산이니 다시 라반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은 도덕적으로 매우
훌륭한 듯 보이나 실상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도덕성과 자신의 도덕성을 비교하고 있는 셈이다.
하나님은 가끔 인간들로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그대로 묵과하고 넘어가실 때가 있다. 더구나
이번 일에는 하나님도 공모자라는 생각마저 든다. 세상에 나뭇가지를 구유에 꽂아 놓고 그걸 보게 한
다고 태어나는 양들의 털색이 바뀐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린가 말이다. 결국 양들이나 염소의 유전자를
조작해서 얼룩 무늬가 태어나게 된 것은 야곱이 한 주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다. 야곱은 자신
의 꾀로 재산이 불어났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 일하신 것이다.
우리들의 삶이 그렇다. 우리가 원하던 대로 일이 되어가면 너무 기뻐하며 이 모두가 하나님 덕분이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아무도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과정을 아는 사
람은 없다. 반대로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나면 대부분 사탄의 짓으로 몰아간다. 자기 삶에 일어
나는 일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사탄이 하는 일인지 그 기준은 오로지 자신의 뜻일 떄가 많
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그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분이 허락하신 일이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말이 빈말이 되지 않기 위해
서는 범사에 그를 인정해야 한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에 하
나님의 섭리가 들어 있음을 믿는 것이다. 신앙이 성숙한다는 말은 자신의 삶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
리를 인정하는 범위가 점점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인정
하고 있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인생의 길흉사
를 보는 관점이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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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아! 이제 돌아가라!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31:1~13
ת־דבְ רי בְ ני־לָבָ ן( (1 절)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וַיִּ ְשמַ ע אֶ ִּ
)לאמִֹּ֔ ר( 그들이 말하기를,
)לָקַ ח ַיעֲקִֹּ֔ ב את כָל־אֲשֶ ר לְ אָ ִּ ֵ֑בינּו(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모든 소유를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부터 그가 이 모든 부를 모았다.
) ּומאֲשֶ ר לְ אָ ִִּ֔בינּו עָשָ ה את כָל־הַ כָבֹּ ד הַ זֶה(
(2 절) 야곱이 라반의 얼굴을 보았더니 그를 대함이 이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 ַוי ְַרא ַיעֲקֹּ ב אֶ ת־פְ ני ל ָָבֵ֑ן וְ הִּ ּנה אינֶּנּו עִּ מֹו כִּ ְתמֹול ִּשלְ שֹום(
) ַוי ֹּאמֶ ר יְ הוָה אֶ ל־ ַיעֲקִֹּ֔ ב( (3 절)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שּוב אֶ ל־אֶ ֶרץ אֲבֹותֶ יָך ּולְ מֹול ְַד ֶ ֵ֑תָך(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וְ אֶ הְ יֶה עִּ מָ ְך(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4 절) 야곱은 사람을 보내 라헬과 레아를 그의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습니다.
)וַיִּ ְשלַח ַיעֲקִֹּ֔ ב וַיִּ קְ ָרא לְ ָרחל ּולְ ל ָ ֵ֑אה הַ שָ דֶ ה אֶ ל־צ ֹּאנֹו(
) ַוי ֹּאמֶ ר לָהֶ ן( (5 절) 야곱이 그녀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의 얼굴을 보았는데, 나를 대함이 이전과 같지 않습니다.
) רֹּ אֶ ה אָ נֹּ כִּ י אֶ ת־פְ ני אֲבִּ י ִֶ֔כן כִּ י־אינֶּנּו אלַי כִּ ְתמֹּ ל ִּשלְ שֵֹּ֑ ם(
)ואֹלהי אָ ִִּ֔בי הָ יָה עִּ מָ ִּדי(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6 절
당신들은 내가 당신들의 아버지를 내 온 힘 다해 섬긴 것을 압니다.
) וְ אַ תנָה יְ דַ עְ ֶ ֵ֑תן כִּ י בְ כָל־כֹּ ִ֔ ִּחי עָבַ ְד ִּתי אֶ ת־אֲבִּ יכֶן(
)(7 절
그런데 당신들의 아버지는 나를 속이고, 제 몫을 열 번이나 바꿨습니다.
) ַואֲבִּ יכֶן התֶ ל ִִּ֔בי וְ הֶ חֱלִּ ף אֶ ת־מַ ְשכ ְֻר ִּתי עֲשֶ ֶרת מֹּ ִּנֵ֑ים(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내게 악을 행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להים לְ הָ ַרע עִּ מָ ִּדי(
)וְ ל ֹּא־נְ תָ נֹו א ִִּ֔
)(8 절
) ִּאם־כֹּ ה י ֹּאמַ ר נְ קֻ ִּדים יִּ הְ יֶה ְשכ ֶ ִָ֔רָך( 그가 “점 있는 것이 네 몫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
)וְ יָלְ דּו כָל־הַ צ ֹּאן נְ קֻ ִּ ֵ֑דים( 모든 양떼가 점 있는 것을 낳았습니다.
עקֻ ִּדים יִּ הְ יֶה ְשכ ֶ ִָ֔רָך( 그가 “얼룩진 것이 네 몫이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
)וְ ִּאם־כֹּ ה י ֹּאמַ ר ֲ
)וְ יָלְ דּו כָל־הַ צ ֹּאן עֲקֻ ִּדים( 모든 양떼가 얼룩진 것을 낳았습니다.
)(9 절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습니다.
ת־מקְ נה אֲבִּ יכֶם וַיִּ תֶ ן־לִּ י(
) ַויַצל אֱֹלהִּ ים אֶ ִּ
)(10 절
그 양떼가 새끼를 밸 때 내가 꿈에서 눈을 들어 보니,
)וַיְ הִּ י בְ עת יַחם הַ ִ֔צ ֹּאן וָאֶ שָ א עינַי וָא ֶרא בַ חֲלֵ֑ ֹום וְ הִּ ּנה(
그 양떼를 올라 탄 염소들이 줄 있고, 얼룩지고, 점 있는 것이었습니다.
)הָ עַתֻ ִּדים הָ עֹּ לִּ ים עַל־הַ ִ֔צ ֹּאן עֲקֻ ִּדים נְ קֻ ִּדים ּובְ רֻ ִּדים(
)(11 절
) ַוי ֹּאמֶ ר אלַי מַ לְ אַ ְך הָ אֱֹלהִּ ים בַ חֲלֹום(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서 내게 말했습니다.
) ַיעֲקֵֹּ֑ ב( 야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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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절)

(13 절)

내가 말했습니다. ()וָאֹּ מַ ר
제가 여기 있습니다. ()הִּ ּננִּי
그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네 눈을 들어 보라. ()שָ א־נָא עינֶיָך ְּוראה
그 양떼를 올라 탄 모든 염소들은 줄 있고, 얼룩지고, 점 있는 것들이다.
() כָל־הָ עַתֻ ִּדים הָ עֹּ לִּ ים עַל־הַ ִ֔צ ֹּאן עֲקֻ ִּדים נְ קֻ ִּדים ּובְ רֻ ִּ ֵ֑דים
라반이 너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יתי את כָל־אֲשֶ ר לָבָ ן עֹּ שֶ ה לְָך
ִּ )כִּ י ָר ִִּ֔א
나는 벧엘의 하나님이다. (ית־אל
ִ֔ )אָ נֹּ כִּ י הָ אל ב
네가 기둥에 기름을 부었던 (벧엘의), ()אֲשֶ ר מָ שַ חְ תָ שָ ם מַ צ ִ֔ ָבה
네가 내게 맹세했던 (벧엘의), ()אֲשֶ ר נָדַ ְרתָ לִּ י שָ ם נֶ ֵֶ֑֑דֶ ר
이제 일어나 이 땅에서 떠나라. ()עַתָ ה קּום צא ִּמן־הָ אָ ֶרץ הַ ִ֔ז ֹּאת
네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וְ שּוב אֶ ל־אֶ ֶרץ מֹול ְַדתֶ ָך

성경을 위한 성경이야기
라반의 아들들이 사흘길이나 떨어진 먼 곳에서 양을치고 있었지만 야곱에게 얼룩 무늬 양과 염소가
많아졌다는 소식이 그들에게 들리지 않을 리가 없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전해 주었을 수도 있고, 라반
의 아들들이 주기적으로 감시했을 수도 있다. 그들은 야곱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탈
취했고 아버지의 것을 다 빼앗았다고 라반에게 말했다. 그 말이 돌고돌아 야곱의 귀에까지 들렸다. 그
러 던 중 야곱이 라반을 만날 기회가 왔다. 그런데 라반의 얼굴을 보니 이전과는 자기를 대하는 태도
가 확연히 달라졌다는 걸 알게 되었다. 라반이 야곱이 한 일을 알고 있음에 틀림 없었다. 야곱은 더 이
상 외삼촌을 속일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셔서 말씀하셨다.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야곱에게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게다가 그런 명령을 내리신 분이 다른 누구
도 아닌 하나님이시다. 야곱은 집으로 사람을 보내 라헬과 레아를 그의 양떼가 있는 들로 불렀다. 그
리고 그들에게 말했다.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지만 아내들의 입장에서는 평생을 살아온 고향
을 등지는 일이다. 그렇기에 야곱은 아내들에게 일방적으로 자기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자고 할 수
는 없었다. 야곱은 아내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야곱의 설명을 듣다 보면 그의 인생이 얼마
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세심하게 돌보아 주셨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야곱은 먼저 자기를 대하는 라반의 얼굴이 심상치 않다는 말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라반이 자기를 대
하는 태도가 예전같지 않고 이상하다는 것이다. 야곱이 라반의 뜻에 늘 순종적이며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이 없었을 때에는 라반은 야곱을 아주 귀한 존재로 생각했다. 야곱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이 날로
불어나는데 그를 좋아하지 않을 이유가 없지 않은가? 게다가 라반이 야곱의 품삯을 정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자기 맘대로 일방적으로 변개했을 때도 자기는 아무 말없이 라반의 뜻에 순종했다고 말한
다. 이쯤 되면 라반이 야곱을 마치 자기 집 종처럼 얼마나 자기 멋대로 부려 먹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런 야곱이 더 이상 라반의 술수에 넘어가지 않았다. 그는 꾀를 내어 라반의 재산에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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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것을 챙기기 시작했다. 라반 입장에서는 자기 재산을 빼앗긴 셈이니 당연히 화가 났을 것이다. 라
반에게 야곱은 더 이상 충직한 사위이자 조카가 아니라 자신에게 위협이 되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된
것이다. 야곱은 두 아내에게 이런 상황에서도 자기가 지금 이렇게 온전한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
시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다. 지금처럼 얼룩진 것, 점 있는 것들이 많이 태어나 그 모두가
자신의 소유가 된 것은 모두 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빼앗아 야곱에게 주
셨다고 했다. 그는 하나님이 그 많은 얼룩 염소나 얼룩 양들을 어떻게 자기에게 주셨는지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다. 아시다시피 야곱은 그것들을 얻기 위해 주술을 사용했다. 하지만 야곱은 그 주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은 야곱의 꿈을 통해
얼룩지고 점있는 것들이 야곱의 소유가 될 것을 미리 보여 주셨다. 하나님이 꿈에서 야곱에게 하신 말
씀의 마지막 부분을 들어보자.
“네 눈을 들어 보라. 그 양떼를 올라 탄 모든 염소들은 줄 있고, 얼룩지고, 점 있는 것들이다. 라반이 너
에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다. 나는 네가 기둥에 기름을 부었던, 네가 내게 맹세했던 벧엘의 하나
님이다. 이제 일어나 이 땅에서 떠나라. 네 족속의 땅으로 돌아가라.”
야곱에게 있는 얼룩진 것, 점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야곱의 것으로 그 소유권을 확정해 주셨다. 그 사
실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라반도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 해서 자신이 부자가 되었다고
고백한 바 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야곱의 재산권을 인정한 것이니 그 누구도 이 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에게 행한 일들이 얼마나 불합리했으며, 얼마나 야곱을 힘들게 했는지
잘 알고 계셨다.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때가 되어 야곱의 재산을 불려 주셨다.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제 그만 라반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셨다. 그분은 20년 전 벧엘에
서 야곱을 향해 언약을 선포하시고 맹세하셨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선포를 근거로 야곱
은 하나님께 맹세를 했다. 그리고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하나님은 야곱의 흐릿한 기억 속에 남아
있던 그 돌베개 언약을 자카르(기억)하셨다. 야곱은 삶에 지쳐 그런 언약을 했었는지조차 까맣게 잊
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기억하고 계셨다.
우리들이 그렇다.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누구나 하나님이 우리 삶을 외면하고 계시다고 생각
하기 쉽다. 좋으신 하나님은 좋으실 때만 함께 하실 뿐,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착각한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
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지켜 보고 계시며 그런 어려운 상황을 통해 우리들
을 훈련하고 계신다. 설령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신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스스로가 분명히 인지했던 순간이 있습니까? 그때 당신은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을 자카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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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이 가족과 함께 라반의 집을 떠나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31:14~21)
(14 절) 라헬과 레아는 대답하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תַ עַן ָרחל וְ ל ִ֔ ָאה ַות ֹּאמַ ְרנָה לֵ֑ ֹו
우리 아버지의 집에 우리에게 속한 몫이나 유산이 아직 있겠습니까?
()הַ עֹוד לָנּו חלֶק וְ ַנ ֲחלָה בְ בית אָ בִּ ינּו
(15 절)
우리는 아버지께 외국인 취급 당하는 것 아닙니까? ()הֲלֹוא נָכְ ִּריֹות נֶחְ שַ בְ נּו לֹו
그는 우리를 팔았고, 우리의 돈도 다 먹어버렸습니다.
()כִּ י ְמכ ָ ֵָ֑רנּו ַוי ֹּאכַל גַם־אָ כֹול אֶ ת־כ ְַספנּו
(16 절)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모든 재물은 우리 것이고, 우리 자녀들
것입니다. ()כִּ י כָל־הָ עֹּ שֶ ר אֲשֶ ר הִּ צִּ יל אֱֹלהִּ ים מאָ ִִּ֔בינּו לָנּו הּוא ּולְ בָ נֵ֑ינּו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행하세요.
()וְ עַתָ ה כֹּ ל אֲשֶ ר אָ מַ ר אֱֹלהִּ ים אלֶיָך עֲשה
(17 절) 야곱이 일어나 그의 자녀들과 그의 아내들을 낙타에 태웠습니다.
() ַויָקָ ם ַיעֲקֵֹּ֑ ב וַיִּ שָ א אֶ ת־בָ נָיו וְ אֶ ת־נָשָ יו עַל־הַ גְ מַ לִּ ים
(18 절) 그가 모은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 그가 밧단아람에서 모든 가축과 소유를 이끌고 나왔습니다.
(ָל־רכֻשֹו אֲשֶ ר ָר ִָ֔כש ִּמקְ נה קִּ נְ יָנִ֔ ֹו אֲשֶ ר ָרכַש בְ פַדַ ן א ָ ֲֵ֑רם
ְ ָל־מקְ נהּו וְ אֶ ת־כ
ִּ )וַיִּ נְ הַ ג אֶ ת־כ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가기 위해서,()לָבֹוא אֶ ל־יִּ צְ חָ ק אָ בִּ יו אַ ְרצָ ה כְ ָנעַן
(19 절) 그 때 라반은 그의 양털을 깎기 위해 나갔습니다. ()וְ לָבָ ן הָ ִַ֔לְך לִּ גְ זֹּ ז אֶ ת־צ ֹּאנֵ֑ ֹו
라헬은 그녀의 아버지의 드라빔(집 수호 신상)을 훔쳤습니다.
( ָ)ו ִַּתגְ נֹּ ב ָר ִ֔חל אֶ ת־הַ ְת ָרפִּ ים אֲשֶ ר לְ אָ בִּ יה
(20 절) 야곱은 그가 도망칠 것을 그에게 말하지 않고, 아람 사람 라반의 마음을 훔쳤습니다. (라반을
속였습니다.) ()וַיִּ גְ נֹּ ב ַיעֲקִֹּ֔ ב אֶ ת־לב לָבָ ן הָ א ֲַר ִּ ֵ֑מי עַל־בְ לִּ י הִּ גִּ יד ִ֔לֹו כִּ י בֹּ רחַ הּוא
(21 절)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것과 함께 도망쳤습니다. (ר־לֹו
ִ֔ ֶ)וַיִּ בְ ַרח הּוא וְ כָל־אֲש
그는 일어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넜고, () ַויָקָ ם ַו ַיעֲבֹּ ר אֶ ת־הַ ּנ ָָהֵ֑ר
그는 그의 얼굴을 길르앗 산을 향해 고정시켰습니다. () ַויָשֶ ם אֶ ת־ ָפנָיו הַ ר הַ גִּ לְ עָד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라헬과 레아는 야곱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속으로는 아버지에 대한 서운한 감정도 있었을 것이
고, 온갖 수모를 견뎌낸 남편 야곱이 자랑스럽기도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신 하나님에 대해 경외심도 생겨났을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
는 곳에서 태어나 평생 그곳의 풍습을 따라 살았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믿는 신이 있었다. 그런데
남편이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시고 남편 야곱을 끝까지 보호하고 계시는 것만은 분명
했다. 라헬과 레아가 야곱의 생각에 동의하고 나섰다. 그들은 한입으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 우리에게 속한 몫이나 유산이 아직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버지께 외국인 취급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는 우리를 팔았고, 우리의 돈도 다 먹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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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서 빼앗은 모든 재물은 우리 것이고, 우리 자녀들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
신 모든 것을 행하세요.”
이들도 남편이 그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똑똑히 목격해왔다. 자기들 아버지지만 해도 너무한다
는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가족은 점점 늘어나는데 앞날은 갈수록 불안하기만 했다. 남
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그 열매는 모두 아버지께 갔다. 늘어난 아버지의 재산은 결국 라반의 아들
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딸과 사위에게 돌아올 몫은 단 한 푼도 없다. 그들은 아버지가 자신들을 돈으
로 팔았다는 생각을 했다. 남편이 불철주야로 일한 것이 모두 자신들과 혼인한 대가였으니 말이다. 아
버지 라반이 너무도 야속했다. 딸들 덕에 부유하게 된 데다가 이제는 정당하게 줘야 할 삯마저도 온갖
구실을 만들어 주지도 않는다. 라헬과 레아는 남편 야곱의 심정을 잘 알게 되었고, 그가 지금 당장 라
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는 이유도 알게 되었다. 그들은 흔쾌히 야곱과 뜻을 같이 했다.
아내들의 지원을 등에 업은 야곱은 용기를 얻었다. 아내들이 흔쾌히 자기 편이 되어 준 게 너무 감사
했을 것이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한시라도 빨리 라반의 곁을 떠나야 한다. 잘못
하다간 라반에게 모든 것을 빼앗길 수도 있다. 마침 외삼촌 라반은 양털을 깎기 위해 멀리 출타한 상
태다. 당시는 양털을 깎는 날은 일종의 축제 기간이었다. 그래서 유목민들은 며칠 동안 양털을 깎으며
찬지를 벌였다. 따라서 라반이 돌아오려면 족히 사나흘은 결릴 것이다. 그정도면 라반으로부터 도망
갈 시간은 충분하다. 게다가 야곱은 라반이 안심하고 양털을 깎으러 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처를 다 취
해 둔 상태다. 정말이지 라반은 야곱이 이때 도망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야곱은 이내 모든 짐을 꾸리고 그의 자녀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웠다. 다음으로 자신의 소유인 모든
가축들을 챙겼다. 얼룩진 염소, 검은 점이 있는 양들을 모두 끌고 길을 나섰다. 드디어 그는 꿈에도 그
리던 고향집을 향해 길을 나섰다. 형 에서의 분노가 가라앉을 때까지만 피해 있으면 곧 사람을 보내겠
다고 했지만 그로부터 20 년이나 지났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잊었을 리 만무한데
아직도 형 에서의 분이 풀리지 않았나 보다. 하지만 설령 그렇다 해도 돌아갈 곳은 아버지 집뿐이다.
야곱은 가족들을 다 이끌고 그리운 부모님이 계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걷기 시작했다.
그 사이 라헬은 아버지 라반이 수호신으로 섬기고 있는 드라빔을 훔쳤다. 그리고 야곱은 아람 사람 라
반의 마음을 훔쳤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성경은 일종의 워드플레이처럼 이 두 구절에 동일한 동사를
쓰고 있다. ‘훔치다’의 히브리 동사는 ‘가나브’ ()גנב다. 라반 입장에서 보면 재산도, 자신이 섬기는 신
도, 또한 그의 마음도 야곱에게 도둑맞은 셈이 되었다. 라헬이 훔친 드라빔은 그 크기가 낙타의 안장
밑에 숨길 수 있을 정도의 작은 조각품으로 추정된다. 우상을 나무나 은으로 새긴 것인데, 아버지 라
반이 애지중지 하던 것이었음에 틀림없다. 나중에 야곱이 도망간 것을 알았을 때 라반은 분명 드라빔
부터 찾았고 그것이 없어진 것을 알았다. 경황이 없는 중에도 드라빔을 찾았으니 라반에게 그 드라빔
이 얼마나 중요한 물건이었는지 짐작이 간다. 당시 풍습에 따르면 어떤 사람이 드라빔을 소유하고 있
다는 것은 그가 가문의 적법한 수장의 권리를 가진 자임을 확증해 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드라빔
은 단지 우상의 상징물일 뿐만 아니라 소유자가 그 집의 상속권자임을 증명하는 일종의 권리증이라
할 수 있다 (Kenneth A Mathew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Genesus 11:27-50:26, p518참조). 따라서 라
헬이 드라빔을 훔친 것은 단지 드라빔이 집안의 수호신일 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소유한 재산에 대한
권한이 아버지 라반이나 그의 아들들이 아닌 자기 남편 야곱에게 있음을 확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드
라빔을 훔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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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은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단단히 챙겼고, 라헬은 아버지가 애지중지하는 드라빔을 챙겼다. 야
곱은 그의 가족들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을 데리고 떠났다. 그는 내친 김에 곧장 유프라
테스 강을 건넜다. 그리고는 길르앗 산을 향해 무작정 걸었다. 히브리 원어는 그가 그의 얼굴을 길르
앗 산을 향해 고정시켰다고 기록하고 있다. 야곱은 그렇게 밧단아람을 떠나 무려 20년만에 그렇게도
그리던 아버지 집을 향해 떠났다. 떠날 때에는 혈혈단신 도망자 신분이었지만 이제는 대가족을 거느
린 어엿한 가장이 되었다. 집을 떠나던 날 그에게 나타났던 그 하나님이 자기가 가는 길을 인도할 것
이다.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 그분이 지키실 것이다. 야곱은 떠나올 때도 도망자였고 이제 또 다시 도
망자 신세가 되었다. 에서로부터 도망치듯 나왔다가 삼촌 라반으로부터 도망치듯 떠나 왔으니 말이
다. 야곱의 전체 인생이 그렇다. 속이고, 빼앗고, 훔치고, 고생고생을 해서 재산을 모아도 결국에는 도
망자 신세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곱과 언약하셨다. 아무리 야곱이 하자가 많은 인간이라 할지라
도 그분은 끝까지 언약을 지키신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힘든 일을 겪기도 하고, 때론 실수와 실패
를 거듭할 수도 있다. 원치 않는 길을 가는 경우도 비일비재 하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
질 것이다. 하나님에게 공수표는 없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다람쥐 쳇바퀴 돌 듯 삶에서 실수를 반복할 때 당신은 스스로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이 끝까지 당신을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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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31:22~29)
(22 절) 라반은 야곱이 도망친 것을 3일만에 들었습니다. (ישי כִּ י בָ ַרח ַיעֲקֹּ ב
ֵ֑ ִּ ִּ) ַויֻגַד לְ לָבָ ן בַ יֹום הַ ְשל
(23 절) 그는 그와 함께 있는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7일동안 뒤쫓았고,
()וַיִּ קַ ח אֶ ת־אֶ חָ יו עִּ ִ֔מֹו וַיִּ ְרדֹּ ף אַ ח ָ ֲִ֔ריו דֶ ֶרְך ִּשבְ עַת י ִּ ֵָ֑מים
길르앗 산에 있는 야곱에게 다다랐습니다. () ַוי ְַדבק אֹּ תֹו בְ הַ ר הַ גִּ לְ עָד
(24 절)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람 사람 라반에게 꿈을 통해 오셨습니다.
() ַו ָיב ֹּא אֱֹלהִּ ים אֶ ל־לָבָ ן הָ א ֲַר ִּמי בַ חֲֹלם הַ לָ ֵ֑יְ לָ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וי ֹּאמֶ ר לֹו
네가 야곱과 선과 악에 대해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ד־רע
ָ ֶן־תדַ בר עִּ ם־ ַיעֲקֹּ ב ִּמטֹוב ע
ְ )הִּ שָ מֶ ר לְ ָך פ
(25 절) 라반은 야곱을 따라잡았습니다. () ַויַשג לָבָ ן אֶ ת־ ַיעֲקֵֹּ֑ ב
야곱은 그 산에 장막을 쳤었습니다. ()וְ ַיעֲקֹּ ב תָ קַ ע אֶ ת־אָ הֳלֹו בָ הִָ֔ ר
라반은 그 형제들과 길르앗 산에 장막을 쳤습니다. ()וְ לָבָ ן תָ קַ ע אֶ ת־אֶ חָ יו בְ הַ ר הַ גִּ לְ עָד
(26 절)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לָבָ ן לְ ַיעֲקִֹּ֔ ב
네가 내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 ָָשית
ִּ ִ֔ )מֶ ה ע
내 마음을 훔치고 (나를 속이고), ()ו ִַּתגְ נֹּ ב אֶ ת־לְ בָ ִּ ֵ֑בי
내 딸들을 칼에 사로 잡힌 자처럼 끌고 가다니, ()ו ְַתנַהג אֶ ת־בְ נֹּ ִ֔ ַתי כִּ ְשבֻיֹות חָ ֶרב
(27 절)
왜 너는 몰래 도망쳐 나를 속이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לָמָ ה נַחְ באתָ לִּ בְ רִֹּ֔ חַ ו ִַּתגְ נֹּ ב אֹּ ִּ ֵ֑תי וְ ל ֹּא־הִּ ג ְַדתָ לִִּ֔ י
내가 너를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보냈을 것이다.
() ָואֲשַ לחֲָך בְ ִּש ְמחָ ה ּובְ ִּש ִּרים בְ תֹּ ף ּובְ כִּ ּנֹור
(28 절)
너는 내가 내 자녀들(손자들)과 내 딸들에게 입맞출 기회도 주지 않았다.
()וְ ל ֹּא נְ טַ ְש ִ֔ ַתנִּ י לְ נַשק לְ בָ נַי וְ לִּ בְ נֹּ ָ ֵ֑תי
네가 어리석게 행동한 것이다. ()עַתָ ה הִּ ְסכַלְ תָ עֲשֹו
(29 절)
너에게 악을 행할 힘이 내 손에 있다. ()יֶש־לְ אל י ִִָּ֔די ַלעֲשֹות עִּ מָ כֶם ָ ֵ֑רע
그러나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어제 내게 말씀하셨다.
()ואֹלהי אֲבִּ יכֶם אֶ מֶ ש אָ מַ ר אלַי לאמֹּ ר
네가 야곱과 선과 악에 대해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ד־רע
ָ )הִּ שָ מֶ ר לְ ָך ִּמדַ בר עִּ ם־ ַיעֲקֹּ ב ִּמטֹוב ע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드디어 라반은 야곱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았다. 야곱이 집을 떠난지 사흘만이었다. 라반은 양털을
깎는 축제를 벌이고 돌아왔다. 그런데 아이들로 북적여야 할 집안은 텅 비어 있는데다가 자신이 가장
애지중지 아끼고 귀하게 여기며 신성시하는 드라빔마저 없어졌다. 그는 야곱이 가족들을 데리고 도
망했다는 걸 알아차렸다. 모든 얼룩진 염소와 점 있는 가축들도 다 사라졌다. 라반은 너무도 화가 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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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신이 그 동안 야곱을 잘못 보아도 너무 잘못 보았다.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고
그렇게 고분고분하던 야곱이 이런 대형 사고를 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야곱에게 감쪽
같이 속았다는 생각이 들자 라반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라반은 그와 함께 있는 형제들을 데리고 야곱을 추격했다. 야곱은 분명 아버지 이삭이 있는 그의 고향
쪽으로 도망했을 것이다. 7 일간의 추격 끝에 야곱 일행이 머물고 있는 길르앗 산에 다다랐다. 밤이 되
었다. 어차피 밤에는 야곱도 이동을 할 수 없다. 라반은 날이 밝자마자 야곱에게 달려가 야곱의 모든
소유를 빼앗을 작정이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다. 이번에는 야곱이 아닌 라
반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네가 야곱과 선과 악에 대해서 말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라는 말만 하
시고는 이내 사라지셨다. 그게 전부였다. 라반의 등에는 식은 땀이 흘렀을 것이다. 그 동안 야곱을 도
와 자신을 부자로 만들었던 그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 경고하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야곱을 보
호하고 계심을 라반은 그 꿈으로 확실히 알게 되었다. 만약 야곱을 해코지 했다가는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를 일이다. 아침이 되었다. 밤새 잠을 설친 라반은 일찌감치 야곱이 장막을 치고 있는 곳으로 갔다.
라반은 야곱을 보고 다짜고짜 따져 물었다.
“네가 내 마음을 훔치고, 나 딸들을 사로잡힌 자처럼 끌고 가다니 나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 왜 너는
몰래 도망쳐 나를 속이고, 내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보냈을 것이
다. 너는 내가 내 자녀들과 내 딸들에게 입 맞출 기회도 주지 않았다. 네가 어리석게 행동한 것이다.”
라반은 지금 야곱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라반이 이렇게 부랴부랴 야곱을 추격해온 이유는 따로 있
다. 자기 소유를 야곱에게 탈취당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라반은 야곱이 끌고 간 수많은 가축들이
너무 아까웠고, 그가 소유한 드라빔을 빼앗긴 것이 너무도 분했다. 단지 야곱이 인사도 없이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추격조를 만들어 여기까지 야곱을 쫓아올 필요는 없었다. 그런 문제라면 나중에
사람들을 보내 따지면 될 일이다. 라반은 또 자기 딸들과 손자들과 손녀들에게 입맞춤을 하고 보내려
고 했는데 야곱이 그런 기회를 빼앗았다고 질책했다. 게다가 야곱이 떠나겠다고 말했다면 잔치를 벌
여 축복해주고 보냈을텐데 그런 기회마저도 야곱이 빼앗았다고 말한다. 라반은 지금 야곱에게 새빨
간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꿈에서 그에게 경고하지 않았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지는 불
보듯 뻔하다. 아마도 야곱은 그가 가진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아이들과 아내들마저 빼앗아 다시 밧단
아람으로 데리고 갔을 것이다. 야곱은 빈털터리로 혼자 가나안으로 가든지, 아니면 다시 밧단아람으
로 되돌아 가든지 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라반을 막아 야곱을 지키고 보호
하신 것이다.
라반이 자신을 추격하여 길르앗 산까지 쫓아 온 것을 본 야곱은 눈 앞이 캄캄했다. 라반을 본 야곱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다만 그의 처분만을 기다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뜻밖에 라
반은 야곱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을 하는 게 아닌가? 하지만 라반의 얘기를 듣는 동안 야곱은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금방 눈치챘다. 그 동안 라반이 자신에게 한 행동들을 보면 당연하다. 그런
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일에 개입하셨기에 다행히 야곱은 화를 면할 수 있게된 것이다.
성경의 독자라면 여기서 하나의 의문이 생길 것이다. 오늘날의 사회적 정의에 입각해 생각해 볼 때 과
연 야곱이 하나님께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일까 하는 점이다. 도대체 야곱을 보호해서 무슨
유익이 있을까? 망나니처럼 어디로 튈 지 모르는 사람, 가는 곳마다 사기꾼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야곱
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그런 야곱 편이다. 무슨 일을 해도 끝까지 야곱을 보호하신다. 야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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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는 하나님의 태도를 보면 인간들이 목숨처럼 중요시하는 도덕이니 윤리니 하는 말은 한낱 사치
에 불과하다는 생각마저 든다.
야곱의 이야기에서 우리는 기독교가 가진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님은 왜 이토록 야
곱을 보호하시는 걸까? 그 이유는 그가 야곱이기 때문이다. 야곱이라는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그
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세상에서 많은 업적을 남겨서도 아니다. 늘 찬양
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도 아니고,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서도 아니다. 야곱
은 생긴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는 일도 서슴없이 행하는 자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점이다. 어떤 이들은 야곱이 아닌 에서가
선택되기를 바란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야곱이 어떤 성격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이 모르실 리도 없고, 그렇다고 당신이 한 결정을 후회하시지도 않는다. 하나님은 야곱이 자기
꾀로 살아갈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다. 그 사실이 우
리에겐 너무 다행이지 않는가? 야곱을 보면서 우리들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 우리가 다른 사
람보다 특별히 잘난 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게 아니잖은가? 게다가 그분의 자녀
로 삼아주는 조건으로 뭔가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해주기를 바라고 그러신 것도 아니다. 하나님은 아
무 조건 없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 성경은 그것을 은혜라 부른다. 야곱은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
은 사람이다. 우리들도 그렇다. 은혜가 많을 수록 자랑할 것이 줄어든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우
리가 무슨 자랑할 게 있겠는가?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은 왜 당신을 그분의 자녀로 삼아 주셨을까요? 당신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당
신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입니까? 그래서 그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습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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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빔이 뭐길래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31:30~35)
(30 절)

(31 절)

(32 절)

(33 절)

(34 절)

(35 절)

이제 너는 정말로 간다. ( ָ)וְ עַתָ ה הָ ֹלְך הָ ִַ֔לכְ ת
네가 네 아버지의 집을 몹시 그리워했으므로, () כִּ י־נִּ כְ סֹּ ף נִּ כְ סַ פְ תָ ה לְ בית אָ ִּ ֵ֑ביָך
(그런데) 왜 나의 신을 훔쳤느냐? ()לָמָ ה ָגנַבְ תָ אֶ ת־אֱֹלהָ י
야곱이 대답하며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 ַו ַיעַן ַיעֲקֹּ ב ַוי ֹּאמֶ ר לְ ל ָָבֵ֑ן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딸들을 저에게서 빼았을까 생각되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ן־תגְ זֹּ ל אֶ ת־בְ נֹותֶ יָך מעִּ ִּמי
ִּ אתי כִּ י אָ ִ֔ ַמ ְר ִּתי פ
ִּ )כִּ י י ִָ֔ר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עִּ ם אֲשֶ ר ִּת ְמצָ א אֶ ת־אֱֹלהֶ יָך ל ֹּא יִּ חְ יֶה
우리 형제들 앞에서 제게 있는 외삼촌 물건을 찾으시고, 가져 가십시오.
() ֶנגֶד אַ חינּו הַ כֶר־לְ ָך מָ ה עִּ מָ ִּדי וְ קַ ח־לָ ְֵ֑ך
그러나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훔쳤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וְ ל ֹּא־יָדַ ע ַיעֲקִֹּ֔ ב כִּ י ָרחל גְ נָבָ תַ ם
라반은 야곱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 ַו ָיב ֹּא לָבָ ן בְ אֹּ הֶ ל ַיעֲקֹּ ב
레아의 장막에,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ובְ אֹּ הֶ ל לאָ ה ּובְ אֹּ הֶ ל ְשתי הָ אֲמָ הֹּ ת
그러나 찾지 못했습니다. ()וְ ל ֹּא מָ ָצֵ֑א
그는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וַיצא מאֹּ הֶ ל ל ִ֔ ָאה ַו ָיב ֹּא בְ אֹּ הֶ ל ָרחל
라헬은 드라빔(집 수호 신상)을 가져다가 낙타의 안장에 넣고, 그 위에 앉았습니다.
(יהֵ֑ם
ֶ ) וְ ָרחל לָקְ חָ ה אֶ ת־הַ ְת ָרפִּ ים ו ְַת ִּשמם בְ כַר הַ גָמָ ל וַתשֶ ב עֲל
라반은 그 장막 전체를 뒤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וַיְ מַ שש לָבָ ן אֶ ת־כָל־הָ אֹּ הֶ ל וְ ל ֹּא מָ צָ א
그녀는 그녀의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 ָ) ַות ֹּאמֶ ר אֶ ל־אָ בִּ יה
아버지 앞에 일어날 수 없음으로 인해, 내 주께서 노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אַ ל־יִּ חַ ר בְ עיני אֲדֹּ ִ֔ ִּני כִּ י לֹוא אּוכַל לָקּום ִּמ ָפ ִֶ֔ניָך
왜냐하면, 제게 여자의 문제(생리)가 있습니다. ()כִּ י־דֶ ֶרְך נ ִָּשים ִּ ֵ֑לי
결국 라반은 드라빔(집 수호 신상)을 찾으려 했으나, 찾지 못했습니다.
()וַיְ חַ פש וְ ל ֹּא מָ צָ א אֶ ת־הַ ְת ָרפִּ י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라반은 야곱을 고이 보내 줄 작정이었다. 사실 고이 보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아
직도 남아 있는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이것만은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라반이 7일간이나 달려 야곱을
쫓아 온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드라빔 때문이다. 라반은 다짜고짜 야곱에게 따져 물었다. “왜 나의 신을
훔쳤느냐?” 라반은 야곱이 드라빔을 훔쳐 갔다고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었다. 자기에게 대한 야곱의
원망과 그의 성격으로 미루어 언젠가는 그 드라빔으로 자기 재산에 대한 소유권까지도 청구할 가능
성도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Kenneth A Mathews, The New American Commentary, Genesus 11:27-50:26,
p525참조). 이유야 어쨌든 라반에게 드라빔은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었다. 그만큼 그는 절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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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드라빔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도대체 영문을 알지 못했다. 드라빔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신이 인사도 하지 않고 도망치듯 떠나온 것에 대해서는 해명이 필요했다. 그
는 “외삼촌께서 외삼촌의 딸들을 저에게서 빼았을까 생각되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라고 둘러댔다.
사실 야곱은 아내들을 빼앗길까 두려워 도망나온 것이 아니다. 자신이 꾀를 내어 라반의 염소와 양을
소유하게 된 것에 대해 라반이 진노하고 그것들을 빼앗을까봐 그게 두려웠다. 야곱은 라반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가 예전 같지 않자 야곱은 단번에 라반의 속셈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의 아내들을 설득
했고, 아내들도 기꺼이 야곱을 따라나선 것이다. 따라서 야곱은 이 모든 사실을 당당하게 이야기해도
됐을텐데 그는 그러지 않았다. 너무도 야곱다운 대답을 했다.
그가 도망치듯 집을 떠난 이유에 대해서 그는 간단하게 한 마디로 둘러댔다. 하지만 드라빔 문제에 대
해서만은 당당하다. 그 일에 자신은 정말 결백하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야곱은 목소리를 높였다.
도대체 듣도 보도 못한 드라빔을 자신이 훔쳤다고 하니 말이 되는가? 야곱은 라반에게 자신있게 큰
소리 쳤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드라빔을 훔쳤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라반은 본격적으로 드라빔을 찾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야곱의 장막부터 샅샅이 찾기 시작했다. 잃어
버린 물건을 찾을 때에는 가장 개연성이 높은 곳부터 찾게 마련이다. 아무래도 두 딸보다는 야곱이 드
라빔을 훔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두 딸이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칠 이유가 없지 않은가? 분명
라반은 야곱의 장막에 드라빔이 있을 거라 확신하고 먼지 하나까지 탈탈 털어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드라빔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 다음으로 레아의 장막으로 들어갔다. 비록 야곱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
지만 야곱의 아들을 여섯이나 낳은 첫부인이니까. 그러나 거기에서도 드라빔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제 마지막 한 곳만 남았다. 라헬의 장막이다. 라반이 누구보다 사랑했던 딸이 라헬이다. 야곱이 오
기 전까지는 눈이 좋이 않은 언니 레아를 대신하여 온갖 집안 일을 했다. 실제로 야곱이 밧단아람에 도
착했을 때 라반의 양떼를 몰고 물을 먹이러 온 사람이 바로 라헬이었다. 그러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
힌다고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범인은 라헬이다. 하지만 그 순간 라헬은 기지를 발휘했다. 그 남편에
그 아내라고 아버지 라반이 오자 라헬은 드라빔을 낙타의 안장 밑에 넣고 그 위에 걸터 앉았다. 라반
은 장막을 이리저리 뒤졌다. 그러나 드라빔은 발견되지 않았다. 순간 낙타 위에 앉아 있는 라헬이 눈
에 들어왔다. 라반과 눈이 마주친 라헬은 자신이 생리 중이라 일어날 수 없다고 둘러댄다. 라반은 그
런 그녀에게 낙타에서 내려와 보라고 하지 않았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생리 중인 여자는 부정한 것으
로 간주했다. 부정한 여인뿐 아니라 그가 만진 물건에 접촉하는 것까지도 부정하게 여겼다. 물론 모세
의 율법이 있기 전이므로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다. 하지만 모세 율법이 있기 전부터 그런
풍습이 있어 왔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율법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율법의 많은 부분이 모세가 있기 전부터 행해지던 것들이었으니 말이다.
사실 라반은 라헬에게 엄청난 빚을 지고 있었다. 야곱이 처음 자기 집에 와서 한 달간은 그냥 먹고 지
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는 일이다. 야곱도 뭔가 일을 거들어야 했고, 라반도 아무리 조카
라지만 공짜로 부려먹는 것이 내심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어느 날 라반이 먼저 임금을 정하자고 제의
했다. 그런데 야곱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의외였다. 라헬을 자기 아내로 주는 대가로 7 년을 봉사하겠다
고 약속했다. 그렇게 성사된 이 계약은 야곱과 라반 둘만의 비밀이 아니다. 야곱이 7 년을 기다리는 동
안 라헬도 같이 기다렸다. 그런데 아버지 라반은 야곱과의 계약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다. 언니 레아
를 자기 대신 야곱과 혼인시킨 것이다. 야곱은 그 일에 대해 라반에게 따지지 않았다. 그리고 순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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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헬을 얻기 위해 또 다시 7년을 일하겠다고 했다. 만약 야곱이 그러지 않았다면 지금의 라헬은 없다.
누구보다 라반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로 라반은 라헬에게 부녀지간이면서도 마
음으로는 빚을 지고 있는 셈이었다. 그러니 지금 라반이 드라빔을 찾기 위해 라헬에게 무리하게 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라반은 결국 드라빔을 찾는데 실패했다. 사실 드라빔으로 자신의 모든 소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었는
데 그 근거마저 사라져 버렸다. 이제 라반은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 야곱에게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라반으로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다. 성경은 더 이상 그것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성경은 억울한 라반이 드라빔을 찾기 위해 그 후에 어떻게 했는지 언급이 없다.
그리고 드라빔을 훔치고도 생리를 핑계로 아버지를 속인 라헬을 전혀 나무라지도 않는다. 그저 인간
들의 욕심으로 인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종종 인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을 혼동할 때가 많다. 하나님이 인간사에 일일이 개입하길 바라
는 사람도 있다. 하나님이 심판관이 되어 인간 사회를 정의롭게 이끌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하
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중 대다수가 이 세상에 만연하는 악을 근거로 그런 말을 한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악한 일들을 방치할 수 있느냐고 말한다. 이것은 특히 무신론자들이 자주 말하
는 단골 메뉴다. 하지만 그 이유는 의외로 단순하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그것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에 대해 알아 가기를 원하신다. 하늘이 어두
워져야 별이보이듯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만연하는 악을 통해서도우리에게 뭔가를가르치고 계신다.
그렇기에 그분이 모든 인간들의 일상에 개입하여 일일이 악을 제거해야 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살아
가면서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잘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오리혀 힘든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계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며,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지만 의도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신다. 그 사실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라면 결코 우리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인간들이 보기에 불합리해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나탸내 보이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억울한
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상대방에게 불심판이라도 내렸으
면 하는 생각이 드는가? 그런 분들을 향해 전도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
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전 8:14).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떨 때 세상이 불공평해 보입니까? 하나님은 왜 세상의 악을 두고만 보고 계실까요? 그런
하나님을 당신은 왜 믿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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