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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의 한풀이 (주일)
오늘의 본문 (창 31:36~42)
(36 절) 야곱은 화가 나서 라반에게 따졌습니다. ()וַיִּ חַ ר לְ ַיעֲקֹ ב ַוי ֶָּרב בְ ל ָָּּבָ֑ן
야곱은 라반에게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 ַו ַיעַן ַיעֲקֹ ב ַוי ֹאמֶ ר לְ ל ָ֔ ָָּּבן
제 잘못이 무엇입니까? ()מַ ה־פִּ ְשעִּ י
제 죄가 무엇이기에 제 뒤를 추격했습니까? (אתי כִּ י דָּ לַקְ תָּ אַ ח ֲָּרי
ִּ ָ֔ ָּ)מַ ה חַ ט
(37 절)
외삼촌께서 제 모든 물건을 뒤져보셨는데, (י־משַ ְשתָּ אֶ ת־כָּל־ ֵּכלַי
ִּ ִּ)כ
외삼촌 집의 물건 중에서 찾으신 것이 무엇입니까? (יתָך
ֶ ָ֔ ֵּ)מַ ה־מָּ צָּ אתָּ ִּמכֹ ל כְ לֵּי־ב
제 형제들과 외삼촌의 형제들 앞에 그것을 놓고, 우리 둘 사이에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 ִּשים ָ֔ ֹכה ֶנגֶד אַ חַ י וְ אַ ֶחָ֑יָך וְ יֹוכִּ יחּו בֵּ ין ְשנֵּינּו
(38 절)
제가 이 20년 동안 외삼촌과 함께 있었습니다. (ֶש ִּרים שָּ נָּה אָּ נֹ כִּ י עִּ ָ֔ ָּמְך
ְ )זֶה ע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않았고, () ְרחֵּ לֶיָך וְ עִּ זֶיָך ל ֹא ִּשכֵּ ָ֑לּו
외삼촌 양떼의 숫양을 제가 먹지 않았습니다. ()וְ אֵּ ילֵּי צ ֹאנְ ָך ל ֹא אָּ כָּלְ ִּתי
(39 절)
짐승에게 물려 찢긴 동물은 제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았고, 제가 그 손해를 메꿨
습니다. (אתי אֵּ ֶָ֔ליָך אָּ נֹ כִּ י אֲחַ ָ֔ ֶטנָּה
ִּ ֵּ) ְט ֵּרפָּה ל ֹא־הֵּ ב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께서 제 손에서 그것을 요구하
셨습니다. (שנָּה גְ נֻבְ ִּתי יָ֔ ֹום ּוגְ נֻבְ ִּתי לָּיְ לָּה
ָ֑ ֶ ְ) ִּמי ִָּּדי ְתבַ ק
(40 절)
저는 이렇게 지냈습니다: (יתי
ִּ ִּ)הָּ י
낮에는 제가 더위를 먹었고, 밤에는 추위를 (먹었습니다.)
()בַ יֹום ֲא ָּכלַנִּ י חֹ ֶרב וְ קֶ ַרח בַ לָּ ָ֑יְ לָּה
제 잠은 제 눈에서 도망쳤습니다. (저는 눈 붙일 겨를도 없었습니다.)
()ו ִַּתדַ ד ְשנ ִָּּתי מֵּ עֵּינָּי
(41 절)
20년을 제가 외삼촌의 집에 있었습니다. (ֶש ִּרים שָּ נָּה בְ בֵּ יתֶ ָך
ְ )זֶה־לִּ י ע
제가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해 14년간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ש ֵּרה שָּ נָּה בִּ ְשתֵּ י בְ נֹ ָ֔ ֶתיָך
ְ )עֲבַ ְד ִּתיָך אַ ְרבַ ע־ע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 6년간 (외삼촌을 섬겼습니다.) ()וְ שֵּ ש שָּ נִּ ים בְ צ ֹאנֶ ֶָָ֑֑ך
그러나 외삼촌께서 제 몫을 열 번이나 바꾸셨습니다.()וַתַ ֲחלֵּף אֶ ת־מַ ְשכ ְֻר ִּתי עֲשֶ ֶרת מֹ נִּ ים
(42 절)
만약 제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경외하는 자께서 저와 함께 계
시지 않았다면, () לּולֵּי אֱֹלהֵּ י אָּ בִּ י אֱֹלהֵּ י אַ בְ ָּרהָּ ם ּופַחַ ד יִּ צְ חָּ ק הָּ יָּה לִָּ֔ י
지금 외삼촌께서 저를 빈손으로 보내셨을 것입니다. ()כִּ י עַתָּ ה ֵּריקָּ ם ִּשלַחְ ָּ ָ֑תנִּי
제 궁핍과 제 손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보셨고, 어젯밤 (외삼촌을) 책망하셨습니다.
()אֶ ת־עָּנְ יִּ י וְ אֶ ת־יְ גִּ י ַע ַכפַי ָּראָּ ה אֱֹלהִּ ים וַיֹוכַח אָּ מֶ ש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라반은 결국 드라빔을 찾아 내지 못했다. 이로써 야곱의 결백이 증명되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이 외
삼촌에게 단지 종으로만 여겨졌다는 것과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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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온 장막을 다 뒤진 삼촌의 처사에 분노했다. 그 동안 20년이란 긴 세월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라반은 결국 재물 앞에서는 조카든 사위든 아랑곳 없이 단지 야곱을 그집 재산을 불리는 수단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음이 입증되었다. 야곱은 그동안 쌓였던 원망과 분노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다. 도대
체 자기가 뭘 그리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지 삼촌에게 따져 물었다.
원래 ‘한풀이’라는 것이 그렇다. 한 번 터지면 좀처럼 멈출 수가 없다. 그동안 응어리졌던 모든 것이 한
꺼번에 봇물 터지듯 나오게 마련이다. 야곱에게 라반은 처음부터 그 처사가 공정하지 않고 불합리했
다. 험한 일 한번 한 적 없이 늘 곱게만 자라고 자기 꾀대로 원하는 모든 걸 가지고 살던 야곱이다. 그랬
던 그에게 라반이 보인 태도는 정말이지 수모에 가까웠다. 야곱은 그 밑에서 20년간 살면서 당한 억울
한 일들을 풀어 놓기 시작했다. 자신이 라반의 가축들을 돌본 지난 세월 동안 암양이나 암염소가 단 한
번도 낙태조차 한 적이 없다. 그 정도로 야곱은 삼촌을 위해 불철주야 정성과 주의를 기울였다. 하지
만 라반은 한 번도 그의 노고를 알아 주지 않았다. 그저 종이나 머슴처럼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
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그뿐 아니었다. 만에 하나 가축들이 들짐승에게 물려 찢기기라도 하면 그 모든 책임을 야곱에게 지웠
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그에 대한 배상을 해야 했다. 어쩌다 도둑을 맞아도 마찬가지다. 라반은 끝
까지 야곱에게 책임을 지웠다. 그러니 라반은 땅집고 헤엄치기 식으로 부를 불려 나갈 수 있었다. 야
곱에 대한 라반의 처사는 그야말로 착취에 가까웠다. 하지만 그 모든 불합리와 어거지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떠한 불평도 하지 않았다. 아내와 자식의 운명이 자기 어깨에 달려 있었기 때문이다. 말이 사
위고 조카지 실상은 종살이였고, 자기 아내들과 자식들은 볼모로 잡혀 있는 것과 다름 없었다. 그렇게
야곱은 라반 밑에서 20년이나 억울한 삶을 살아 왔다.
그 동안 야곱은 자기 자신을 돌볼 겨를이 없었다.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와 싸우며 묵묵히 일했고, 밤
에는 살을 에는 추위와 싸우며 가축들을 지켰다. 아무리 피곤하고 몸이 아파도 아무런 내색도 할 수 없
었다. 밤새 가축들을 지키느라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날도 부지기수였으리라. 그런 사실을 라반은 알
리가 없다. 야곱은 그렇게 20 년을 라반 밑에서 묵묵히 버텨냈다.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을 일했고, 양
떼를 위해 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는 동안 라반은 수시로 야곱의 노임을 변경했다. 물론 야곱에게 사
전에 양해를 구한 적도, 서로 협의한 적도 없었다. 그저 라반 마음대로였다.
야곱은 이런 외롭고, 혼란스럽고, 억울한 자기 삶을 하나님이 위로하셨다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이 계
시지 않았더라면 지금 있는 얼룩진 양이나 염소들은 결코 가질 수 없었을 거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야
곱에게 그것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자신은 여전히 빈털터리였을 것이란다. 결국 하나님이 개입하셨
기 때문에 지금의 자신이 있는 거고, 게다가 지금 라반이 이렇게 자기 얘기를 고분고분 듣고 있는 것
도 하나님이 전날 밤 꿈에 나타나 라반을 책망한 때문이 아니냐고 말한다.
이런 야곱의 한풀이를 보면서 그동안 야곱이 라반 밑에서 얼마나 부당한 취급을 당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야곱은 불평 한 마디 할 수 없었다. 수없이 억울하고 분했을텐데 그때마다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다. 그 많은 세월을 야곱은 고난의 길을 걸어온 것이다.
많은 성경 독자들은 야곱이 이런 일을 당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 동안 형 에서에게 했던 비
열한 짓에 대해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것으로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성경은 도덕적인 인과응
보로만 읽어서는 곤란하다. 야곱이 이삭의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 했던 모든 행동들은 인간들의 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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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야비하기 짝이 없고 비난 받아 마땅하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 삼촌집으로 도망치는 그에게 하나님
이 나타나셨다. 그분은 그런 야곱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혼낸 적이 없다. 혼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축
복해 주셨다. 그렇기에 인간들이 섣불리 야곱을 판단하거나 또는 하나님이 그 일로 그에게 벌을 주셨
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다. 오히려 야곱이 그때부터 하나님이 예비하신 혹독한 믿음의 훈련을 받
았다고 하는 게 더 옳다. 야곱은 그때부터 그가 가지고 있던 자기 중심적인 세상적 가치관을 벗어버리
는 훈련 과정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세상적 가치관은 단순히 인간이 굳고 모질게 결심을 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지적인 깨달음에 의해서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오직 삶
속에서 온 몸으로 부딪혀 체험하는 것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보다 훨씬 더 야비한 라
반이라는 사람을 사용해서 야곱을 훈련하신 것이다.
우리 각자의 삶을 돌아보자. 혹자는 더없이 억울한 일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정말이지 잘
못된 만남처럼 자신을 힘들게 해서 피하고 싶은 사람과 할 수 없이 함께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이는 누군가에게 이유없이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각자 그 문제만 해결되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바로 그 일이 하나님과 접촉하는 통로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도구
일런지 누가 알겠는가? 지금 당신의 삶에 역경이 있고, 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는 있지만 어찌 할
도리가 없는 상황인가? 야곱의 삶을 묵상해 보면서 지금의 현실을 인내해가기 바란다. 분명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테니 말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인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단지 도덕적인 관점이나 인과응보로만 해석할 수 있을까요? 특별히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신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
에게 일어나는 일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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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르앗의 증거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31:43~55
) ַו ַי ַען לָּבָּ ן ַוי ֹאמֶ ר אֶ ל־ ַיעֲקֹ ב( (43 절) 라반이 대답하며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הַ בָּ נֹות בְ נֹ תַ י( 그 딸들은 내 딸들이고,
)וְ הַ בָּ נִּ ים בָּ נַי( 그 자녀들은 내 자녀들이고,
ֹאני( 그 양떼는 내 양떼고,
)וְ הַ צ ֹאן צ ָ֔ ִּ
י־הּוא( 네가 보고 있는 모든 것이 나의 것이다.
)וְ כֹ ל אֲשֶ ר־אַ תָּ ה רֹ אֶ ה לִּ ָ֑
?내가 오늘 이 내 딸들과 그녀들이 낳은 자녀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וְ לִּ בְ נֹ תַ י מָּ ה־אֶ עֱשֶ ה לָּאֵּ לֶה הַ יָ֔ ֹום אֹו לִּ בְ נֵּיהֶ ן אֲשֶ ר ָּילָּדּו(
)(44 절
) וְ עַתָּ ה לְ כָּה נִּ כְ ְרתָּ ה בְ ִּרית אֲנִּ י ו ָּ ָָּ֑אתָּ ה( 이제 오라. 나와 네가 언약을 맺자.
)וְ הָּ יָּה לְ עֵּד בֵּ ינִּ י ּובֵּ ינֶָך( 그것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될 것이다.
)וַיִּ קַ ח ַיעֲקֹ ב ָּ ָ֑אבֶ ן ַויְ ִּרימֶ הָּ מַ צֵּ בָּ ה( (45 절) 야곱이 돌을 가져와서 기둥으로 세웠습니다.
) ַוי ֹאמֶ ר ַיעֲקֹ ב לְ אֶ חָּ יו( (46 절) 야곱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לִּ קְ טּו אֲבָּ ָ֔ ִּנים( 돌들을 모으라.
그들이 돌들을 모았고, 무더기를 만들었으며, 그 무더기 곁에서 먹었습니다.
)וַיִּ קְ חּו אֲבָּ נִּ ים ַו ַיעֲשּו־גָּ ָ֑ל וַי ֹאכְ לּו שָּ ם עַל־הַ גָּל(
ֲדּותא( (47 절)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불렀습니다.
)וַיִּ קְ ָּרא־לֹו ל ָ֔ ָָּּבן יְ גַר שָּ ה ָּ ָ֑
)וְ ַיעֲקָֹ֔ ב קָּ ָּרא לֹו גַלְ עֵּד( 그러나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불렀습니다.
) ַוי ֹאמֶ ר ל ָ֔ ָָּּבן( (48 절) 라반이 말했습니다.
)הַ גַל הַ זֶה עֵּד בֵּ ינִּ י ּובֵּ ינְ ָך הַ יָ֑ ֹום( 오늘, 이 무더기는 너와 나 사이에 증거이다.
א־שמֹו גַלְ עֵּד( 그래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습니다.
)עַל־כֵּן קָּ ָּר ְ
)וְ הַ ִּמצְ פָּה( (49 절) 또, (그 이름을) 미스바라 했습니다.
)אֲשֶ ר אָּ ָ֔ ַמר( 왜냐하면 그가 말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감찰하시길.
)יִּ צֶ ף יְ הוָּה בֵּ ינִּ י ּובֵּ ינֶ ֶָָ֑֑ך כִּ י נִּ סָּ תֵּ ר ִּאיש מֵּ ֵּרעֵּהּו(
)(50 절
ם־ת ַענֶה אֶ ת־בְ נֹ תַ י( 만약 네가 내 딸들을 학대하거나,
) ִּא ְ
ם־תקַ ח נ ִָּּשים עַל־בְ נֹ ָ֔ ַתי( 만약 네가 내 딸들 외에 아내를 맞이한다면,
)וְ ִּא ִּ
)אֵּ ין ִּאיש עִּ ָּ ָ֑מנּו(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은 없지만,
) ְראֵּ ה אֱֹלהִּ ים עֵּד בֵּ ינִּ י ּובֵּ ינֶָך(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
) ַוי ֹאמֶ ר לָּבָּ ן לְ ַיעֲקָֹ֑ ב( (51 절) 라반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너와 나 사이에 세운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יתי בֵּ ינִּ י ּובֵּ ינֶָך(
)הִּ נֵּה הַ גַל הַ זֶה וְ הִּ נֵּה הַ מַ צֵּ ָ֔ ָּבה אֲשֶ ר י ִָּּר ִּ
)(52 절
)עֵּד הַ גַל הַ ֶָ֔זה(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될 것이고.
)וְ עֵּדָּ ה הַ מַ צֵּ ָּבָ֑ה( 이 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다.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네게 가서 (악을 행하지) 않는지,
) ִּאם־אָּ נִּ י ל ֹא־אֶ עֱבֹ ר אֵּ לֶיָך אֶ ת־הַ גַל הַ ֶָ֔ז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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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이 무더기와 이 기둥을 넘어 내게 와서 악을 행하지 않는지,
() וְ ִּאם־אַ תָּ ה ל ֹא־תַ עֲבֹ ר אֵּ לַי אֶ ת־הַ גַל הַ זֶה וְ אֶ ת־הַ מַ צֵּ בָּ ה הַ ז ֹאת לְ ָּרעָּה
(53 절)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 조상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를 판단하시기를.
(יהָ֑ם
ֶ ִּ)אֱֹלהֵּ י אַ בְ ָּרהָּ ם וֵּאֹלהֵּ י נָּחֹור יִּ ְשפְ טּו בֵּ י ֵָּ֔נינּו אֱֹלהֵּ י אֲב
야곱이 이삭, 그의 아버지의 경외하는 자로 맹세했습니다. ()וַיִּ שָּ בַ ע ַיעֲקָֹ֔ ב בְ פַחַ ד אָּ בִּ יו יִּ צְ חָּ ק
(54 절) 야곱은 그 산에서 제물을 바쳤습니다. ()וַיִּ זְבַ ח ַיעֲקֹ ב זֶבַ ח בָּ הָָּ֔ ר
그는 그의 형제들을 먹이기 위해 불렀습니다. ()וַיִּ קְ ָּרא לְ אֶ חָּ יו ֶל ֱאכָּל־לָּ ָ֑חֶ ם
그들은 떡을 먹고 산에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 ַוי ֹאכְ לּו ֶָ֔לחֶ ם ַויָּלִּ ינּו בָּ הָּ ר
(55 절) 라반은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의 자녀들과 그의 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 ַוי ְַשכֵּם לָּבָּ ן בַ בֹ קֶ ר וַיְ נַשֵּ ק לְ בָּ נָּיו וְ לִּ בְ נֹותָּ יו וַיְ בָּ ֶרְך אֶ ְת ֶהָ֑ם
라반은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 ַו ֵּילְֶך ַויָּשָּ ב לָּבָּ ן לִּ ְמקֹ מֹ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라반은 야곱의 한맺힌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었다. 야곱은 때론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격정적
으로, 때론 감상에 젖어 말끝을 잇지 못하며 이야기했다. 야곱의 이야기를 들은 라반은 야곱에게 마음
깊이 사과를 해도 모자랄 판이다. 그런데 라반은 역시나 라반이다. 그는 뜬금없이 서로 언약을 맺자고
한다. 알다시피 라반은 야곱이 도망쳤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급히 추격대를 만들어 7일 동안 야곱을
쫓아 왔다. 라반이 야곱을 추격하는 동안 그는 자기 몰래 도망친 야곱을 거의 죽일 태세였다. 하나님
이 바로 전날 꿈에 나타나 경고하시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불 보듯 뻔하다. 그런데 난
데없이 라반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갑작스런 하나님의
경고로 야곱에게 아무 짓도 할 수 없게 된 라반은 자기가 이 멀리까지 야곱을 찾아온 이유를 둘러대야
했다. 그는 재빨리 자기 딸들과 손주들을 끔찍이도 사랑하는 아버지이자 할아버지로 변신했다. 평소
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야곱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꺼낸다. 자신과 서로 언약을 맺자는 것이다. 그러
면서 그 언약이 자신과 야곱 사이에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흔쾌히 라반의 제안에 동의했다. 야곱은 돌을 가져와 기둥을 세우고 자신과
함께 한 사람들에게 돌을 모아오라 하여 그것으로 돌무더기를 만들었다. 그리고는 그 곁에 모여 모두
가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렇게 언약식은 끝났다. 라반은 그 돌무덤을 ‘여갈 사하두다’ (ֲדּותא
ָ֑ ָּ )יְ גַר שָּ ה라
불렀고, 야곱은 ‘갈르엣’ ( )גַלְ עֵּד이라 불렀다. 둘 모두 ‘증거의 무덤’이라는 뜻인데 라반은 갈대아 인의
언어를 사용했고, 야곱은 히브리어를 사용했다. 갈르엣’ ()גַלְ עֵּד의 또 다른 이름은 ‘미스바’ () ִּמצְ פָּה인
데 미스바는 ‘파수꾼이 망을 보는 파수대’를 의미한다. 그곳을 미스바라 이름한 이유는 언약을 하면
서 라반이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감찰하시길…만약 네가 내 딸들을 학대하
거나, 만약 네가 내 딸들 외에 아내를 맞이한다면,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은 없지만,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나 사이에 증인이 되신다.” (창 31:49~50).
라반이 한 이 말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핵심적 지침이 된다. 야곱은 지금 라반의 마을을 떠
나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에게 준 그 땅 가나안으로 들어간다. 가나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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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간 야곱이 라반의 두 딸 외에 다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곧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
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하나님은 라반의 입을 통해 지금 야곱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이다.
가나안 여인과의 혼인은 단지 아내 한 명을 더하는 문제가 아니다. 이방 아내를 통해 그들이 믿고 있
는 신들과 신앙이 함께 야곱의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뜻한다. 우리는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통해 이
방 여인과의 결혼으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큰 지를 잘 알고 있다.
돌을 쌓아 놓고 언약식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매우 친숙하고도 중요한 의식이었다. 하나
님 이름으로 돌을 쌓아 놓고 그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일종의 언약식을 행하는 의식으로 볼 수 있
다. 사람과 사람 사이든, 사람과 하나님 사이든 쌍방이 언약을 맺을 때면 늘 돌이 등장한다. 실례로 야
곱이 형의 축복을 가로챈 후 밧단아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 돌베개를 베고 자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먼저 언약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나서 잠에서 깬 야곱은 자신이 베고 자던 돌베
개를 세워 하나님께 맹세를 했다. 여호수아가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에도 돌이 등장한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요단강의 흐름이 멈추고 마른 땅을 건너듯이 요단강을 건
넌 백성들은 요단에서 지파별로 가져 온 열두 돌을 길갈에 세워 그 일을 기념하였다. 여호수아는 이렇
게 돌들을 세운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
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 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
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
라” (수 4:22~24).
이처럼 돌무덤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만든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시작을 증
거의 돌과 함께 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마지막도 증거의 돌로 마무리한다. 그는 세겜에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정하고, 백성들이 맹세한 하나님의 법을 율법책에 기록한
후 큰 돌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나무 아래에 세웠다. 그리고 “보라 이 돌이 우리
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
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라고 말했다. (수 24:19~28참조).
이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의 증거로서 살아있는
돌이라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돌’ 또는 ‘반석’에 비유하셨다. 복음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일방적 선언이자 약속이다.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약속이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셨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기억하는 도구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유일한 통로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는 각자 마음 안에 언약의 증거가 되는 돌을 놓았다. 그 돌이 반석이신 예수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된 모습을 보지 않으신다. 오직 우리 속에 있는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우리가 자기 자
녀임을 확인하신다. 당신의 마음 안에는 언약의 증거가 되는 그분이 있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 마음 안에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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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32:1~12
)וְ ַיעֲקֹ ב הָּ לְַך לְ דַ ְרכָ֑ ֹו( (1 절) 야곱은 그의 길을 갔습니다.
)וַיִּ פְ גְ עּו־בֹו מַ לְ ֲאכֵּי אֱֹלהִּ ים(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를 만났습니다.
) ַוי ֹאמֶ ר ַיעֲקֹ ב ַכאֲשֶ ר ָּר ָ֔ ָּאם( (2 절) 야곱이 그들을 보았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מַ ֲחנֵּה אֱֹלהִּ ים זֶ ָ֑ה( 이는 하나님의 군대다.
)וַיִּ קְ ָּרא שֵּ ם־הַ מָּ קֹום הַ הּוא מַ ֲחנָּיִּם( 그는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했습니다.
(3 절) 야곱은 세일 땅 에돔 들판에 있는 그의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וַיִּ ְשלַח ַיעֲקֹ ב מַ לְ אָּ כִּ ים לְ ָּפ ָָּ֔ניו אֶ ל־עֵּשָּ ו אָּ ִּ ָ֑חיו אַ ְרצָּ ה שֵּ עִּ יר ְשדֵּ ה אֱדֹום(
)וַיְ צַ ו אֹ תָּ ם לֵּאמָֹ֔ ר( (4 절) 야곱이 그들에게 명령하며 말했습니다.
ֵּשו( 너희는 나의 주 에서에게 이렇게 말해라.
ֹאמ ָ֔רּון לַאדֹ נִּ י לְ ע ָּ ָ֑
)כֹ ה ת ְ
)כֹ ה אָּ מַ ר עַבְ ְדָך ַיעֲקָֹ֔ ב( 주의 종 야곱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라반과 함께 머물렀고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עִּ ם־לָּבָּ ן ָ֔ ַג ְר ִּתי וָּאֵּ חַ ר עַד־עָּתָּ ה(
)(5 절
제게 소와 나귀, 양, 그리고 남종과 여종이 있습니다.
)וַיְ הִּ י־לִּ י שֹור ַוח ֲָ֔מֹור צ ֹאן וְ עֶבֶ ד וְ ִּשפְ ָּחָ֑ה(
)וָּאֶ ְשלְ חָּ ה לְ הַ גִּ יד לַאדֹ ָ֔ ִּני( 제가 제 주께 아뢰기 위해 사람을 보냅니다.
)לִּ ְמצ ֹא־חֵּ ן בְ עֵּינֶיָך( 그로 인해 제가 주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
) ַויָּשֻ בּו הַ מַ לְ אָּ ָ֔ ִּכים אֶ ל־ ַיעֲקֹ ב לֵּאמָֹ֑ ר( (6 절) 그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בָּ אנּו אֶ ל־אָּ חִּ יָך אֶ ל־עֵּשָָּ֔ ו( 우리가 당신의 형 에서에게 다녀왔습니다.
את ָָ֔ך( 또한 그도 당신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וְ גַם הֹ לְֵּך לִּ קְ ָּר ְ
)וְ אַ ְרבַ ע־מֵּ אֹות ִּאיש עִּ מֹו( 그런데 400명이 그와 함께 오고 있습니다.
ירא ַיעֲקֹ ב ְמאֹ ד ַויֵּצֶ ר לָ֑ ֹו( (7 절) 야곱은 매우 두려웠고, 그로 인해 답답했습니다.
)וַיִּ ָּ
그는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양, 소,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눴습니다.
ר־אתֹו וְ אֶ ת־הַ צ ֹאן וְ אֶ ת־הַ בָּ קָּ ר וְ הַ גְ מַ לִּ ים לִּ ְשנֵּי מַ חֲנֹות(
) ַויַחַ ץ אֶ ת־הָּ עָּם אֲשֶ ִּ
) ַוי ֹאמֶ ר( (8 절) 그는 말했습니다.
) ִּאם־יָּבֹוא עֵּשָּ ו אֶ ל־הַ מַ ֲחנֶה הָּ אַ חַ ת וְ הִּ כָּ ָ֑הּו( 만약 에서가 한 무리로 와서 그들을 공격하면
)וְ הָּ יָּה הַ מַ ֲחנֶה הַ נִּ ְשאָּ ר לִּ פְ לֵּיטָּ ה( 남겨진 그룹은 피할 것이다.
) ַוי ֹאמֶ ר ַיעֲקֹ ב( (9 절) 야곱은 말했습니다.
)אֱֹלהֵּ י אָּ בִּ י אַ בְ ָּרהָָּ֔ ם( 제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וֵּאֹלהֵּ י אָּ בִּ י יִּ צְ ָּחָ֑ק(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제게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선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יטיבָּ ה עִּ מָּ ְך( 여호와여,
)יְ הוָּה הָּ אֹ מֵּ ר אֵּ לַי שּוב לְ אַ ְרצְ ָך ּולְ מֹול ְַד ְתָך וְ אֵּ ִּ
)(10 절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행하신 모든 은혜와 모든 신실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
ָּשיתָּ אֶ ת־עַבְ ֶ ָ֑דָך( 다.
ּומכָּל־הָּ א ָ֔ ֱֶמת אֲשֶ ר ע ִּ
)קָּ טֹ נְ ִּתי ִּמכֹ ל הַ חֲסָּ ִּדים ִּ
)כִּ י בְ מַ קְ לִּ י עָּבַ ְר ִּתי אֶ ת־הַ י ְַרדֵּ ן הַ ֶָ֔זה( 저는 제 지팡이로 이 요단을 건넜고,
יתי לִּ ְשנֵּי מַ חֲנֹות( 지금은 두 무리가 되었습니다.
)וְ עַתָּ ה הָּ 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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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절)

(12 절)

제발 저를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שו
ָ֑ ָּ )הַ צִּ ילֵּנִּ י נָּא ִּמיַד אָּ חִּ י ִּמיַד ע
저는 그가 와서 저와 아이들과 엄마들을 해칠까 두렵습니다.
() כִּ י־י ֵָּּרא אָּ נֹ כִּ י אֹ ָ֔תֹו פֶן־יָּבֹוא וְ הִּ ַָ֔כנִּ י אֵּ ם עַל־בָּ נִּ ים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וְ אַ תָּ ה אָּ ָ֔ ַמ ְרת
내가 네게 반드시 선을 행할 것이다. (יטיב עִּ ָּ ָ֑מְך
ִּ ֵּ)הֵּ יטֵּ ב א
내가 네 자손을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וְ שַ ְמ ִּתי אֶ ת־ז ְַרעֲָך כְ חֹול הַ ָָּ֔ים אֲשֶ ר ל ֹא־יִּ סָּ פֵּר מֵּ רֹב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외삼촌 라반과 언약식을 행한 야곱은 가나안을 향해 발길을 재촉했다. 그런데 야곱이 길을 가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난다. 야곱이 본 하나님의 천사들은 마치 군대와도 같았다. 야곱은 그들을 하나
님의 군대라 칭했고, 그곳을 ‘마하나임’ ()מַ ֲחנָּיִּם이라 불렀다. 마하나임은 ‘두 무리의 군대’라는 뜻이다.
야곱은 한 무리도 아니고 두 무리의 하나님의 군대를 두 눈으로 직접 본 것이다.
하나님의 군대를 만난 그는 용기를 얻고 세일 땅 에돔 들판에 있는 그의 형 에서에게 사자를 보냈다.
만에 하나 아직까지도 형 에서의 분노가 풀리지 않았다면 야곱으로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그의
마음을 풀어줘야 한다. 야곱은 지금 에서와 맞설만한 힘이 전혀 없다. 게다가 그는 아내들뿐 아니라 어
린 자식들까지 동반하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 에서의 마음을 돌려 자기와 가족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
도록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비록 20 년 전의 일이지만 야곱이 형 에서에게 한 일을 에서가 쉽사리
잊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는 사자들을 통해 자신이 그 동안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살았는지 에서에게 알
렸다. 마음 졸이며 기다리고 있는 야곱에게 그들이 돌아와서는 다음과 같이 보고했다.
“우리가 당신의 형 에서에서 다녀왔습니다. 그 또한 당신을 만나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명
이 그와 함께 오고 있습니다.” (창 32:6).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신을 만나러 온다는 말에 야곱은 덜컥 겁이 났다. 드
디어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손발이 떨리고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어찌해야 할 지 선뜻 방법이 떠
오르지 않는다. 어쩌면 형 에서는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 아니,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모조리
다 죽일 수도 있다. 야곱은 이런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골똘히 궁리하기 시작했다. 우
선 그는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과 양떼, 소와 낙타들을 두 무리로 나눴다. 만약 에서가 앞선 무리에
게 해를 가한다면 한 무리는 해를 입겠지만 다른 한 무리는 해를 피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았다. 바로 그때 야곱은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렸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가 의지할 곳이라곤 하나님뿐이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팔을 들고 기도했을 것이다. 절망 가운데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제게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선을 행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여호와여, 저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행하신 모든 은혜와
모든 신실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저는 제 지팡이로 이 요단을 건넜고, 지금은 두 무리가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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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제발 저를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건져 주십시오. 저는 그가 와서 저와 아이들과 엄마
들을 해칠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반드시 선을 행할 것이다. 내가 네
자손을 셀 수 없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것이다.” (창 32:9~12).
야곱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자라고 솔직하게 고백한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신 약속을 상기시킨다. 그리고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지금 해
달라고 간구한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신실하게
은혜를 베푸셨다.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수없이 체험해 왔다. 야곱과 같은 사람이 이제껏
살아있고, 수많은 재산과 많은 자녀를 얻은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다. 야곱은 이 모든 것을 받을 자
격이 전혀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과분한 축복을 받았다고 한다. 하나님이 먼저 야곱에게 약
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반드시 이행하셨기 때문이다. 야곱은 평생을 그것을 체험하며 살았다. 그러나
아무리 그런 체험이 많다 해도 당장의 두려움은 어찌 해볼 도리가 없다. 하지만 야곱이 불안해 하고 안
절부절 못한다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저해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야곱의 마음 상태와 상관
없이 그분의 일을 하신다. 다만 야곱 자신이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그만큼 누리지 못할 뿐이다.
그런데 이런 야곱의 모습을 제 3자의 눈으로 보면 참으로 재미있다는 생각이 든다.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그는 하나님의 군대를 직접 만났다. 그것도 두 무리나 되는 군대다.
그는 너무 감격해서 그곳을 마하나임이라 불렀다. 그는 지금 그 마하나임에 있다. 그런데 야곱은 형이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온다는 말에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렸다. 야곱은 누구보다 강한 하나님
의 군대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도 고작 400명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 한 일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다. 우리가 처한 고난에서 빠져 나오도록 당장에 손
을 잡아 주시지도 않는다. 아니 사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지도 않는다. 인간들 눈에는 하
나님이 오히려 그런 고난에 처하도록 방치해 두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도 항상 지켜보고 계신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지 모른다. 우리도
야곱과 같은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에서의 마음을 달래서 자기를 보호해 달라는 지금
의 야곱처럼 말이다. 하지만 설령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
심을 믿어야 한다. 그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신실함은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
드시 지키신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허락한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야곱을 떠나지 않겠다고 분명히 약
속하셨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천사들을 보내어 그를 보호하고 계신다. 야곱의 두려움이 그의 눈을 가
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당신의 신앙은 어떠한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그렇다
면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우리가 처한 현실이 곁코 하나님의 언약을 훼손할 수 없다. 하나님은 스스
로 약속하시고 어떠한 경우에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눈이 보이는 상황에 압도되어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두려워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야곱이
겪은 이 사건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나는대로
적어 보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당신의 삶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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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자기 꾀를 의지하는 야곱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32:13~20)
(13 절) 야곱은 그 곳에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 ַו ָּילֶן שָּ ם בַ לַיְ לָּה הַ ָ֑הּוא
그는 그의 손에 있는 것 중에서 그의 형 에서를 위한 선물을 골랐습니다:
()וַיִּ קַ ח ִּמן־הַ בָּ א בְ יָּדֹו ִּמנְ חָּ ה לְ עֵּשָּ ו אָּ חִּ יו
(14 절) 암염소 200마리와 숫염소 20 마리, (ֶש ִּ ָ֑רים
ְ ּותי ִָּּשים ע
ְ אתיִּ ם
ַ ָ֔ ָּ)עִּ זִּים מ
암양 200 마리와 숫양 20마리, (ֶש ִּרים
ְ ) ְרחֵּ לִּ ים מָּ אתַ יִּ ם וְ אֵּ ילִּ ים ע
(15 절) 젖 나는 낙타와 그들의 새끼 30 마리, (ֹלשים
ָ֑ ִּ )גְ מַ לִּ ים מֵּ ינִּ יקֹות ּובְ נֵּיהֶ ם ְש
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פָּרֹות אַ ְרבָּ עִּ ים ּופ ִָּּרים עֲשָּ ָּ ָ֔רה
그리고 암당나귀 20 마리와 숫당나귀 10마리. (ֶש ִּ ָ֔רים וַעְ י ִָּּרם עֲשָּ ָּרה
ְ )אֲתֹ נֹ ת ע
(16 절) 그는 그의 종들의 손에 각각 떼로 나누어 주며, 그의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וַיִּ תֵּ ן בְ יַד־עֲבָּ ָ֔ ָּדיו עֵּדֶ ר עֵּדֶ ר לְ בַ ָ֑דֹו ַוי ֹאמֶ ר אֶ ל־עֲבָּ דָּ יו
내 앞으로 지나가서, 떼와 떼 사이에 거리를 두어라.
()עִּ בְ רּו לְ ָּפ ַָ֔ני וְ ֶרוַח תָּ ָ֔ ִּשימּו בֵּ ין עֵּדֶ ר ּובֵּ ין עֵּדֶ ר
(17 절) 그리고 그는 앞에 선 사람에게 명령하며 말했습니다. ()וַיְ צַ ו אֶ ת־הָּ ִּראשֹון לֵּאמָֹ֑ ר
나의 형 에서가 너를 만나서 너에게 물으며 (이렇게) 말할 때,
()כִּ י יִּ פְ ג ְָּשָך עֵּשָּ ו אָּ חִּ י וִּ ְשאֵּ לְ ָך לֵּאמָֹ֔ ר
당신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לְ ִּמי־אַ תָּ ה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וְ אָּ נָּה תֵּ ֵָּ֔לְך
당신 앞에 이것들은 누구의 것입니까? ()ּולְ ִּמי אֵּ לֶה לְ ָּפנֶיָך
(18 절) 너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 ָּ)וְ אָּ מַ ְרת
당신의 종 야곱의 것입니다. ()לְ עַבְ ְדָך לְ ַיעֲקָֹ֔ ב
이것은 나의 주 에서에게 보내는 선물입니다. (ֵּשו
ָ֑ ָּ ) ִּמנְ חָּ ה הִּ וא ְשלּוחָָּ֔ ה לַאדֹ נִּ י לְ ע
보소서. 그도 우리 뒤에 있습니다. ()וְ הִּ נֵּה גַם־הּוא אַ ח ֲֵּרינּו
(19 절) 그는 두 번째 사람과 세 번째 사람, 또한 그 떼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도 명령하며 말했습니다.
(ישי גַם אֶ ת־כָּל־הַ הֹ לְ ָ֔ ִּכים אַ ח ֲֵּרי הָּ עֲדָּ ִּרים לֵּאמָֹ֑ ר
ִּ ָ֔ ִּ)וַיְ צַ ו גַם אֶ ת־הַ שֵּ נִּ י גַם אֶ ת־הַ ְשל
너희가 에서를 발견했을 때, 이와 같이 에서에게 말해야 한다.
() כַדָּ בָּ ר הַ זֶה ְתדַ בְ רּון אֶ ל־עֵּשָָּ֔ ו בְ מֹ צַ ֲאכֶם אֹ תֹו
(20 절) 또한 너희는 말해야 한다. () ַואֲמַ ְרתֶ ם גַם
보소서. 당신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습니다. ()הִּ נֵּה עַבְ ְדָך ַיעֲקֹ ב אַ ח ֵּ ֲָ֑רינּו
왜냐하면 그는 생각했습니다. ()כִּ י־אָּ מַ ר
내가 내 앞서 간 선물들로 에서의 얼굴을 덮을 것이다. (에서를 진정시킬 것이다.)
() ֲאכַפְ ָּרה ָּפנָּיו בַ ִּמנְ חָּ ה הַ הֹ ֶלכֶת לְ ָּפ ָָּ֔ני
그 후에 내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וְ אַ ח ֲֵּרי־כֵּן אֶ ְראֶ ה ָּפ ָָּ֔ניו
어쩌면 그가 내 얼굴을 들지도 모른다. (나를 받아 들일지 모른다.) ()אּולַי יִּשָּ א ָּפנָּ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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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야곱은 기도를 마쳤다. 그는 하나님께 받은 약속들을 되새기며 기도했지만 두려움은 쉽사리 진정되
지 않았다. 그는 에서를 너무 의식한 나머지 한 걸음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 지금 진을 치고 있는 그곳
에서 그날 밤을 꼬박 지새웠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형 에서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지 묘수가 생각나
지 않았다. 일단 그는 가축들을 바쳐 에서의 환심을 사려고 계획했다. 일종의 뇌물을 주어 그의 마음
을 돌릴 생각이었다. 그가 형 에서에게 주기 위해 고른 선물은 자그마치 암염소가 200마리, 숫염소가
20 마리, 암양이 200마리, 숫양이 20마리였다. 그뿐 아니라 거기에 더해 젖 나는 낙타와 그들의 새끼 30
마리와 암소 40마리, 황소 10 마리, 암당나귀 20마리와 숫당나귀 10마리를 더했다. 야곱은 에서가 상
상하지도 못한 엄청난 재물로 그의 마음을 풀어보려고 했다.
이 정도로 준비를 해 놓았지만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아 그 선물들을 가지고 가는 하인들을 세 그룹으
로 나누었다. 그리고 각 그룹마다 일정한 거리를 두어 순차적으로 에서에게로 다가가도록 조치했다.
각 하인들에게는 에서를 만나면 해야 할 말까지 단단히 일러두었다. 야곱이 에서를 위해 왜 이토록 많
은 짐승들을 준비했는지, 그리고 그것을 전달하는 방법까지 하인들에게 꼼꼼히 일러 주었다. 그는 이
렇게까지 해서라도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고 그와 화해할 작정이었다.
야곱은 왜 이렇게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을까?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언약을 받은 자고, 또 그것
을 토대로 바로직전까지 하나님께 기도를 올렸던 사람이다. 하지만 아무리 기도했다 해도 현실에서
아무 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는가? 게다가 실제로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거느리
고 온다는 말을 들었으니 야곱이 직면한 현실적인 위협은 엄청났을 것이다. 하나님께 기도는 했지만
당장에 위험이 코 앞에 닥친 상황에서 하나님만 믿고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는 것은 미련하다 생각
했을 것이다. 야곱은 또 다시 꾀를 냈고 그 꾀에 의지하려 했다.
야곱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어떤 독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야곱에게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기도 한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또 다시 자기 꾀에 의존하는 야곱의 믿음없음을 비난하는 것
이다. 물론 이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
는다고 해도 대책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느냐며 야곱을 옹호하기도 한다.
기왕에 말이 나왔으니 기도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기도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는 응
답하고 어떤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는가? 왜 어떤 이는 기도를 하고도 믿음없는 행동을 하는데도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어떤 이는 철석같이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있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
터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심지어 배신감마저 느끼는 걸까? 왜 하나님은 병마에 시달리는 아이를 둔 어
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수십 년째 수수방관 하고만 계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경제적으로 힘든 처지에
있는 자기 자녀들의 고통을 외면하실까? 도대체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기는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가 진정한 의미의 기도라 할 수는 없다. 하나님께 엎드려 빈다고 무조건 기
도가 아니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 또는 예수님께 뭔가를 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한다. 간구하다, 요청하다, 애쓰다, 기도하다 등으로 번역된 단어들이 그것이다. 우선 인간이
라면 누구나 현실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면 그것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한다. 이런 ‘간구하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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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는 ‘파라칼레오’ (παρακαλέω)다. 이 단어는 하나님게 뭔가를 바라고 간절하게 매
달리는 것을 뜻한다. 이런 간구는 하나님의 언약과는 별 상관이 없이 오직 인간이 처한 상황이나 필요
에 따라 각자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이다. 이런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의
간절함이나 정성과는 상관없이 때론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사실상 거절하실 때가 많다. 사
도 바울도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간구했는데 (파라칼레오, παρακαλέω), 하나님은 바
울의 요청을 거절하셨다. 요즈음 기독교인들이 하는 대부분의 기도가 바로 이런 간구들이다.
기도를 의미하는 다른 헬라어 단어는‘제테오’ (ζητέω)다. 이 단어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가 하
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구했는데 이때 쓰인 ‘구하다’가 바로 ‘제테오’다. 이 말은 증거를 찾는 것, 애
쓰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자기 나름대로 애써서 해결점을 찾는 행위를
뜻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스스로 이리저리 궁리하며 세상을 살아가려고 애쓰는 모습이다.
기도를 뜻하는 또 다른 단어는 ‘아이테오’ (αἰτέω)인데 이 단어는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구한다
는 뜻이다. 하나님은 미리 약속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다. 아이테오에 대한 응답은 100%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무엇일까?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이고
도 확실하게 주어진 언약이 무엇일까? 바로 십자가의 구원과 그 은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누
림이다. 그리고 성령으로 인한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보호하심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
을 구해야 한다. 누림이 없을 때 누림을 구하고, 자유가 없을 때 자유를 구해야 하며, 십자가의 은혜가
흐릿해질 때 그것을 위해 ‘아이테오’ (αἰτέω)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도와 관련된 또 다른 단어는 ‘프로세우코마이’(προσεύχομαι)이다.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과 깊은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를 뜻한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기도다. 신약 성경에서 ‘프로세우코마이’(προσεύχομαι)라는 단어가 가
장 많이 쓰인 곳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서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가장 많이 ‘프로세우코마이’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의 진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는 바로 ‘프로세우코마이’다. 하지만 그
만큼 우리 인간들이 이런 기도를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400명을 거느리고 에서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한 기도는 ‘아이테오’ (αἰτέω)
에 해당한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약속하신 그것을 지켜 달라는 기도다.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기도해
놓고도 하나님을 100%신뢰하지 못했다. 물론 야곱이 그것을 신뢰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행하신다. 게다가 하나님의 언약에는 조건
이 없다. 야곱이 반드시 믿어야만 시행하시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
은 자주 당신의 기도를 거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진 않는가?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기도를 바꾸어 보
길 권한다. 먼저 성경을 펼치고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부터 확인해보라. 그리고 당신의 삶 가운데
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라.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반드시 깨닫게 될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주로 하고 있습니까? 기도 하면서도 믿지 못해 두렵고 불안할 때 당신
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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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 이스라엘이 되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32:21~32)
(21 절) 그 선물은 야곱에 앞서 지나갔고, 그는 그 무리 가운데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 וַתַ עֲבֹ ר הַ ִּמנְ חָּ ה עַל־פָּנָּ ָ֑יו וְ הּוא לָּן בַ לַיְ ָּלה־הַ הּוא בַ מַ ֲחנֶה
(22 절) 그는 그날 밤에 일어나서 그의 두 아내와 두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을 데리고 가서,
(ת־שתֵּ י ִּשפְ חֹ ָ֔ ָּתיו וְ אֶ ת־אַ חַ ד עָּשָּ ר יְ ל ָּ ָָּ֑דיו
ְ ֶת־שתֵּ י נָּשָּ יו וְ א
ְ ֶ) ַויָּקָּ ם בַ לַיְ לָּה הּוא וַיִּ קַ ח א
얍복 강가를 건넜습니다. () ַו ַיע ָ֔ ֲֹבר אֵּ ת מַ עֲבַ ר יַבֹ ק
(23 절) 야곱은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시냇물을 건너가도록 했습니다. ()וַיִּ קָּ חֵָּ֔ ם ַו ַיעֲבִּ ֵּרם אֶ ת־הַ נָּ ָ֑חַ ל
그는 그의 소유도 건너가도록 했습니다. () ַו ַיעֲבֵּ ר אֶ ת־אֲשֶ ר־לֹו
(24 절) 야곱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וַיִּ ּוָּתֵּ ר ַיעֲקֹ ב לְ בַ ָ֑דֹו
어떤 사람이 날이 밝을 때까지 야곱과 격투를 벌였습니다. () ַויֵּאָּ בֵּ ק ִּאיש עִּ ָ֔מֹו עַד עֲלֹות הַ שָּ חַ ר
(25 절) 그는 그가 야곱을 이길 수 없는 것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 ַוי ְַרא כִּ י ל ֹא יָּכֹ ל ָ֔לֹו וַיִּ גַע בְ כַף־יְ ֵּרכָ֑ ֹו
그래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와 격투를 벌일 때 어긋났습니다.
()וַתֵּ קַ ע כַף־י ֶֶרְך ַיעֲקָֹ֔ ב בְ הֵּ אָּ בְ קֹו עִּ מֹו
(26 절) 그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나를 보내라. 날이 밝아 왔다. (שחַ ר
ָ֑ ָּ ַ)שַ לְ חֵָּ֔ נִּ י כִּ י ָּעלָּה ה
야곱이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ל ֹא אֲשַ ֵּלח ֲָָ֔ך כִּ י ִּאם־בֵּ ַרכְ תָּ נִּי
(27 절) 그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 לָּיו
네 이름이 무엇이냐? (ה־ש ֶ ָ֑מָך
ְ ַ)מ
야곱이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야곱입니다. () ַיעֲקֹ ב
(28 절) 그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네 이름이 더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ל ֹא ַיעֲקֹ ב יֵּאָּ מֵּ ר עֹוד ִּש ְמ ָָ֔ך כִּ י ִּאם־יִּ ְש ָּר ֵּ ָ֑אל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כִּ י־שָּ ִּריתָּ עִּ ם־אֱֹלהִּ ים וְ עִּ ם־ ֲאנ ִָּּשים וַתּוכָּל
(29 절) 야곱이 질문하며 말했습니다. ()וַיִּ ְשאַ ל ַיעֲקֹ ב ַוי ֹאמֶ ר
당신의 이름을 말해 주십시오. ()הַ גִּ ידָּ ה־נָּא ְש ָ֔ ֶמָך
그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네가 내 이름을 묻는 이유가 무엇이냐? ()לָּמָּ ה זֶה ִּת ְשאַ ל לִּ ְש ִּ ָ֑מי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וַיְ בָּ ֶרְך אֹ תֹו שָּ ם
(30 절)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יאל
ָ֑ ֵּ ִּ)וַיִּקְ ָּרא ַיעֲקֹ ב שֵּ ם הַ מָּ קֹום פְ נ
왜냐하면(그가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כִּ י־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았는데 내 생명은 보전되었다.
(יתי אֱֹלהִּ ים פָּנִּ ים אֶ ל־פ ָ֔ ִָּּנים ו ִַּתנָּצֵּ ל נַפְ ִּשי
ִּ ) ָּר ִּ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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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절) 야곱이 브니엘을 지나갈 때 해가 떴습니다. (נּואל
ָ֑ ֵּ ְ)וַיִּ ז ְַרח־לֹו הַ שֶָ֔ מֶ ש ַכאֲשֶ ר עָּבַ ר אֶ ת־פ
그는 그의 허벅지 때문에 다리를 절었습니다. ()וְ הּוא צֹ ֵּל ַע עַל־יְ ֵּרכֹו
(32 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엉덩이의 큰 힘줄을 먹지 않습니다. (ַע
) ל־כֵּן ל ֹא־י ֹאכְ לּו בְ נֵּי־יִּ ְש ָּראֵּ ל אֶ ת־גִּ יד הַ נָּשֶ ה אֲשֶ ר עַל־כַף הַ י ֵּ ָָּ֔רְך עַד הַ יֹום הַ זֶ ָ֑ה
왜냐하면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 엉덩이 큰 힘줄을 쳤기 때문입니다.
()כִּ י ָּנגַע בְ ַכף־י ֶֶרְך ַיעֲקָֹ֔ ב בְ גִּ יד הַ נָּשֶ 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야곱은 에서에게 줄 선물들을 세 무리로 나누었다. 선물을 가져가는 종들을 앞서 보내고 야곱은 남은
무리들과 함께 밤을 보내기로 했다. 그는 일단 그날 밤 자신의 두 아내와 두여종, 그리고 열한 명의 아
들들을 데리고 얍복강으로 갔다. 야곱은 자기보다 먼저 앞서 가족들을 시냇물을 건너가게 했다. 물론
에서에게 주고 남은 그의 모든 재산도 강 저편으로 건너가도록 했다. 오직 야곱만 홀로 남았다. 야곱
이 왜 이렇게 하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모른다. 에서는 야곱의 하나뿐인 형이다. 그것도 간발의 차이
로 태어난 쌍둥이 형이다. 세상에 둘도 없는 피붙이인 형이 오는 걸 제일 먼저 반겨야 할 사람이 야곱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를 극도로 경계하고 있다.
다른 가족들은 20 년 전에 야곱과 에서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리 만무하다. 설사 야곱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에겐 일종의 간접 체험일 뿐 피부에 직접 와 닿지는 않았을 것이다. 하
지만 당사자인 야곱은그렇지 않다. 그는 20년전의 악몽이 되살아났다. 그는 형 에서에게 죽을지도 모
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등에서 식은 땀이 흐르고, 호흡이 점점 가빠졌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이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딱히 다른 곳으로 도망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어차피 한 번은 부딪혀야 할 일
이다. 하지만 도저히 용기가 나질 않았다. 모두가 강을 건너 가고 얍복강 나루에 야곱만 홀로 남았다.
이제 그는 어찌 해야 할 것인가?
칠흙같은 밤이었다. 그는 홀로 나룻가 풀섶에 누웠다. 하늘에 촘촘히 박힌 별들마저 야곱을 향해 비겁
한 놈이라 놀리는 것 같았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문득 낯선 사내 하나가 자신 곁에 서 있
는 것을 느꼈다. 20년 전 정든 집을 떠나 외삼촌 라반에게로 가던 날 밤, 한밤중에 돌베개를 하고 누웠
던 그때 보았던 천사 같기도 했다. 야곱은 벌떡 일어나 그 사내의 옷깃을 부여 잡았다. 그러고는 다짜
고짜 지금 자기가 처한 상황을 해결해주고 자신을 축복해 달라고 매달렸다. 야곱과 그 사내와의 씨름
은 새벽녘, 날이 밝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날은 밝아 오는데 야곱은 그 사내를 좀처럼 놓아 주지 않았다. 그 사내는 죽기 살기로 매달리는 야곱
을 가만히 응시했다. 야곱은 자기 고집을 꺾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다.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야곱과
계속 씨름하고 있을 수도 없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한 사내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내리쳤다.
그러자 야곱은 허박지 관절이 서로 어긋나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 그런데도 야곱은 끈질기게 그 사
내를 잡고는 놓아주지 않았다. 사내가 야곱에게 말했다. “나를 보내라. 날이 밝아 왔다.” 하지만 야곱
은 여전히 그 사내를 붙잡은 채 말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내는 더 이상 야곱의 고집을 꺾을 수 없다고 여기고 야곱에게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야곱이라고 대답한다. 야곱은 ‘뒷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다. 또 다른 의미로는 ‘대체할 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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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뜻이다. 도대체 무엇을 대체한단 말인가? 야곱의 인생에서 대체된 것이 있다면 차남인 그가 장남
을 대체하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빈털터리였던 그가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빈 손으로 혈
혈단신 집을 나섰던 그가 이제 두 명의 아내와 두 명의 첩, 열두 명의 자녀를 거느린 어엿한 가장이 되
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도 여전히 대체되지 않는 것이 있다. 야곱이라는 이름대로 그는 여전히 남
의 뒷다리나 잡고 걸어 넘기는 야비한 사람이다. 그 사내가 말했다.
“네 이름이 더 이상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이라 불릴 것이다.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
과 또한 사람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 사내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었다. 마침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대체
되었다. 야곱은 자기 이름을 바꿔 준 그 사내에게 도리어 그의 이름이 뭐나고 물었다. 하지만 그 사내
는 자기 이름은 밝히지 않고 왜 그게 궁금하냐며 반문했다. 다시 말해 “내가 누구인지 그리 궁금하냐?
이 야심한 밤에 직접 나타나서 날이 새기까지 너와 씨름 해주며 네 이름을 바꿔 줄 자가 누구겠느냐?”
라는 의미일 것이다. 사내는 자신의 이름을 말해주는 대신 야곱을 축복했다. 야곱은 그곳을 브니엘이
라고 불렀다. 야곱은 깨달았다. 자기와 씨름하며 이름까지 바꿔 준 그 사내가 바로 하나님이셨고, 그
하나님의 얼굴을 자신이 직접 대면하여 보았다는 것을…
성경은 얍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축복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아마도 축
복의 내용보다 축복의 과정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리라. 야곱은 하나님과의 힘겨루기에서 허벅지 관
절이 상했고 그 때문에 일평생 지팡이에 의존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 하
나님의 축복을 받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는 대신 그는 스스로 일어서고 걸을 수 있는 힘
을 상실했다. 이제껏 야곱은 모든 문제를 자신의 꾀로 해결했다. 그리고 그 꾀로 자신이 원하는 것들
을 다 얻었다. 배가 고파 죽겠다는 형에게 붉은 죽 한그릇으로 장자권을 샀다.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축복권마저 빼앗았다. 그리고 삼촌 라반을 속여 수많은 부를 축적했다. 그는 평생을 그렇게 살았다. 그
런 그가 이제는 나무 지팡이를 의존하지 않으면 일어설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사람이 된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준 축복은 무엇일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이 모든 질
문에 대한 답은 오직 은혜다. 평생을 자신의 꾀와 능력에 의지해 살아온 야곱이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
님의 은혜로만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된 것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온전히 알
기 전까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았는가? 어떤 이는 자신의 도덕적 완전함을 내
세우며 살았을 것이고, 어떤 이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으로 신앙의 수준을 가늠하며 살았을
것이다. 때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을 은근히 자랑하고, 많은 성경 지식으로 남들을 평가하거나 폄하하
며 살아왔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십자가는 그 모든 것을 내려 놓게 하는 위력이 있다. 어떤 사람이든
그 십자가를 깨닫고, 그곳에 자신이 못 박힐 때 비로소 그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된
다. 게다가 그 과정은 야곱이 얍복강에서 벌인 결투보다 훨씬 더 치열하다. 존재에 대한 진정한 깨달
음을 얻는 과정이 어디 그리 쉬운 일이겠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은 무엇인가요? 세상적인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은혜로
사는 것이 어째서 축복이 될까요? 당신은 그 축복으로 인해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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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신의 종입니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33:1~11
)וַיִּ שָּ א ַיעֲקֹ ב עֵּינָּיו ַוי ְַרא וְ הִּ נֵּה( (1 절) 야곱이 그의 눈을 들어 보았더니,
)עֵּשָּ ו ָ֔ ָּבא( 에서가 오고 있었습니다.
)וְ עִּ מֹו אַ ְרבַ ע מֵּ אֹות ִּ ָ֑איש( 그리고 400 명의 남자가 그와 함께 (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아이들을 레아와 라헬, 그리고 두 여종에게 나누어 맡겼습니다.
ַל־רחֵָּ֔ ל וְ עַל ְשתֵּ י הַ ְשפָּחֹות(
) ַויַחַ ץ אֶ ת־הַ יְ ל ִָּּדים עַל־לֵּאָּ ה וְ ע ָּ
) ַויָּשֶ ם אֶ ת־הַ ְשפָּחֹות וְ אֶ ת־יַלְ דֵּ יהֶ ן ִּראשֹ נָּ ָ֑ה( (2 절) 그는 그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앞에 세웠습니다.
)וְ אֶ ת־לֵּאָּ ה וִּ ילָּדֶ יהָּ אַ חֲרֹ ָ֔ ִּנים(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을 그 다음에 (세웠습니다).
ת־רחֵּ ל וְ אֶ ת־יֹוסֵּ ף אַ חֲרֹ נִּ ים( 라헬과 요셉을 그다음에 (세웠습니다).
)וְ אֶ ָּ
ֵּיהָ֑ם( (3 절) 야곱은 그들 앞으로 지나갔고,
)וְ הּוא עָּבַ ר לִּ פְ נ ֶ
그의 형에게 가까이 갈 때까지 그는 일곱 번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וַיִּ ְשתַ חּו אַ ְרצָּ ה שֶ בַ ע פְ ע ִָָּּ֔מים עַד־גִּ ְשתֹו עַד־אָּ חִּ יו(
(4 절) 그 때 에서가 그를 만나러 달려와서, 그를 끌어 안고 목을 어긋대어 그에게 입맞추었습니다.
ָּארו וַיִּ שָּ ֵּ ָ֑קהּו(
) ַוי ָָּּרץ עֵּשָּ ו לִּ קְ ָּראתֹו וַיְ חַ בְ קֵָּ֔ הּו וַיִּ פֹ ל עַל־צַ ּו ָּ
)וַיִּ בְ כּו( 그들은 울었습니다.
(5 절) 에서는 그의 눈을 들어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וַיִּ שָּ א אֶ ת־עֵּינָּיו ַוי ְַרא אֶ ת־הַ נ ִָּּשים וְ אֶ ת־הַ יְ ל ִָָּּ֔דים ַוי ֹאמֶ ר(
) ִּמי־אֵּ לֶה לָּ ְָ֑ך( ?이 사람들은 누구냐
) ַוי ֹאמַ ר( 야곱이 말했습니다.
)הַ יְ ל ִָּּדים אֲשֶ ר־חָּ נַן אֱֹלהִּ ים אֶ ת־עַבְ דֶ ָך(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에게 주신 자녀들입니다.
)ו ִַּתג ְַשן ָּ הַ ְשפָּחֹות הֵּ נָּה וְ יַלְ דֵּ יהֶ ן( (6 절) 그러자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가까이 나왔습니다.
)ו ִַּת ְשתַ ֲחוֶין ָּ( 그들이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יִּשתַ חֲוָ֑ ּו( (7 절) 또한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이 나와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ו ִַּתגַש גַם־לֵּאָּ ה וִּ ילָּדֶ יהָּ ו ְ
ַיִּשתַ חֲוּו( 그 뒤에 요셉과 라헬이 나와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וְ אַ חַ ר נִּ גַש יֹוסֵּ ף וְ ָּרחֵּ ל ו ְ
) ַוי ֹאמֶ ר( (8 절)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가 만난 이 모든 가축 떼는 무엇이냐
) ִּמי לְ ָך כָּל־הַ מַ ֲחנֶה הַ זֶה אֲשֶ ר פָּגָּ ְָ֑ש ִּתי(
) ַוי ֹאמֶ ר( 야곱이 말했습니다.
)לִּ ְמצ ֹא־חֵּ ן בְ עֵּינֵּי אֲדֹ נִּ י( 내 주의 눈에서 은혜를 입기 위함입니다.
) ַוי ֹאמֶ ר עֵּשָּ ו( (9 절) 에서가 말했습니다.
)יֶש־לִּ י ָּ ָ֑רב אָּ חִּ י( 내 것은 많다. 내 동생아.
)יְ הִּ י לְ ָך אֲשֶ ר־לְָּך( 네 것은 네가 가져라.
) ַוי ֹאמֶ ר ַיעֲקֹ ב( (10 절) 야곱이 말했습니다.
אתי חֵּ ן בְ עֵּי ֶָ֔ניָך( 아닙니다. 제가 형님의 눈에서 은혜를 입는다면,
)אַ ל־נָּא ִּאם־נָּא מָּ צָּ ִּ
)וְ לָּקַ חְ תָּ ִּמנְ חָּ ִּתי ִּמי ִּ ָָּ֑די( 제 손에서 나간 제 선물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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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듯이, 형님의 얼굴을 보았고, 형님께서 저를
기쁘게 맞아주셨기 때문입니다. (יתי ָּפנֶיָך כִּ ְראֹ ת פְ נֵּי אֱֹלהִּ ים ו ִַּת ְרצֵּ נִּי
ִּ )כִּ י עַל־כֵּן ָּר ִּא
(11 절) 형님께 제가 드린 선물을 제발 받으십시오. ()קַ ח־נָּא אֶ ת־בִּ ְרכ ִָּּתי אֲשֶ ר הֻבָּ את ָָּ֔לְך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이고 ()כִּ י־חַ נַנִּי אֱֹלהִּ ים
제가 이 모든 것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י־כל
ֹ ָ֑ ִּ)וְ כִּ י יֶש־ל
야곱은 에서에게 강하게 권했고, 에서는 받았습니다. ()וַיִּ פְ צַ ר־בֹו וַיִּ קָּ ח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밤새 결투를 벌이느라 야곱은 그렇게 시간이 많이 흘렀는지 몰랐다. 동쪽 하늘에서 밝은 해가 떠올랐
다. 야곱은 지친 몸을 이끌고 강을 건너 가족들이 있는 곳으로 갔다. 비록 몸은 힘들고 상처투성이인
데다 하벅지 관절까지 어긋나는 바람에 제대로 걷지도 못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
고 가벼웠다.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게 없다. 하지만 어젯밤까지 그의 마음을 덮고 있던 두려움은 온데
간데 없고 지금 그의 마음은 알 수 없는 평안함으로 가득 찼다. 게다가 야곱의 육체는 이전과 달리 제
대로 걷지도 못할 정도로 쇠약해졌다. 만약 형 에서가 공격해 온다면 야곱은 꼼짝없이 당할 수 밖에 없
다. 야곱은 더 이상 꾀를 부릴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렸다.
야곱은 눈을 들어 먼 곳을 쳐다 보았다. 에서가 먼지 바람을 일으키며 그에게 달려 오고 있었다. 400 명
의 남자들이 에서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은 담담했다.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가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하지만 이 상황을 주도하고 있는 이는 형 에서
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야곱은 그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그렇기에 야곱에게는 더 이상 두려움,
초조함, 근심, 걱정은 없다. 그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
다. 그는 차분히 에서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했다.
그는 자기 자녀들을 각자 낳은 어머니들와 함께 세웠다. 맨 앞에 실바와 빌하, 그리고 그들이 낳은 아
들들을 세우고 그 뒤에 레아와 그녀가 낳은 일곱 자녀, 그리고 맨 마지막에 라헬과 그녀가 낳은 아들
요셉을 세웠다. 하나님을 만나 자신의 모든 힘을 내려 놓은 야곱이지만 이 과정에서도 그는 자신이 사
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먼저 챙겼다. 인간이 그렇지 않은가? 이제 더 이상 야곱을 비난
하지 않았으면 한다. 누구에게나 마지막 순간까지 내려 놓지 못하는 것이 하나쯤은 있기 마련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이런 모습은 오히려 안쓰럽기까지 하다.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라헬을 얼마나
사랑했으며 요셉을 얼마나 아꼈는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는다.
드디어 야곱은 에서와 마주쳤다. 야곱은 아내들과 자녀들 사이를 지나 에서 앞으로 나갔다. 그리고 땅
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것도 일곱 번씩이나…야곱은 형 에서에게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예우했다. 에
서의 마음을 돌리고자 일부러 비굴한 척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뒷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을 믿고 하는 행동이다. 야곱은 지금 20년만에 만나는 형에게 아우로서의 모
든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에서가 그런 야곱에게 달려와서는 동생의 목을 어긋나게 끌어 안았다.
그리고 야곱에게 입을 맞추었다. 야곱과 에서는 한참을 서로 끌어안고 목놓아 울었다. 단지 20년만의
만남 때문만은 아니다. 얼마를 울었을까? 에서의 눈에 여인들과 아이들이 들어 왔다. 에서는 이들이
누구냐고 물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에게 주신 자녀들입니다”라고 대답한다. 놀라지 말
라. 정말 야곱이 이렇게 말했다. 자신이 에서의 종이라고 말이다. 야곱이 단지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
19

뜨리려고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야곱은 자신의 실존을 알았다. 두려운 마음에 형
에게 줄 재산을 준비하면서, 얍복강가에 홀로 남아 밤새 격투를 벌이면서, 허벅지 뼈가 어긋나는 심각
한 부상을 입으면서, 그는 점차로 자신의 실존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이 자신을 선택해서 언약하시
고, 자신을 보호하셔서 이렇게 사랑스런 가족과 많은 재산을 허락한 이유를 진심으로 깨닫게 되었다.
야곱은 지금 종인 척 위장하고 연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정말 자신이 종에 불과한 하찮은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형에게 그런 존재임을 밝힌다 해서 자기 위신이 망가지는 것도 아니다. 지난 밤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동안 야곱은 자기 자신에 대해 깊이 깨닫게 되었다. 그 동안 자기 자신의 욕망
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행 착오를 겪었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는가? 그런데 돌아보니 자
기가 그토록 얻고자 했고 지키고자 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자기 힘으로 얻고 지킨 게 아니었다는 사실
을 깨달았다. 그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 사실을 깨달은 야곱은 종인 척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로 종이었다. 에서가 야곱이 말한 대로 그의 주(Lord)로 생각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다. 야곱이 스스
로를 종으로 자각한 것이 중요하다. 종은 상대적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 개념이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온 자신을 종으로 규정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 10:42~45).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종’이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스스로를 종으
로 규정했다. 종의 역할은 상대를 섬기는 것이다. 종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출 필요가 없다. 종은 그 자
체로 낮은 자인데다 더 이상 낮아 질 수도 없기 때문이다. 그리스도가 종으로 오셨다면 우리 또한 종
이다. 어떤 이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이 세상에서 당당해야 한다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세
상의 모든 부정과 불의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위치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기도 한다. 심지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지위를 주셨기에 이 세상을 지배해야지 종처럼 비굴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야곱을 위해 에서 앞에서 엄청난 힘을 보여 주실 수도 있었다. 야곱이 기도할 때 에서가 데
리고 온 400명의 남자들을 뿔뿔이 흩어지게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야곱을 종의 위치로 낮추셨다. 에서든 누구든 상관이 없다.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가치관
대로 살든, 아니면 지금 현재 세상을 호령하는 사람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야곱이다. 하
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존을 자각하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 능력으로는 어떤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야곱은 집으로 돌아오는 고단한 여정
에서 마지막으로 그것을 깨달았다. 당신은 삶 속에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는가? 그런 깨달음은 단지 지
식이 아니라 삶 가운데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직접 체험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스스로를 누구라 생각합니까? 야곱처럼 자신의 실존을 깨달은 자인가요? 자신이 종이라는
사실에 동의합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정말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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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 엘로헤 이스라엘!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33:12~20)
(12 절) 에서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우리 같이 출발하여 가자. ()נִּ ְסעָּה וְ נֵּלֵּ ָ֑ כָּה
내가 너 앞에 갈 것이다. ()וְ אֵּ לְ כָּה לְ נֶגְ דֶ ָך
(13 절) 야곱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 לָּיו
내 주(형님)께서 아이들이 연약하고 새끼 딸린 양떼와 소떼가 제게 있음을 아십니다.
()אֲדֹ נִּ י יֹ דֵּ ַע כִּ י־הַ יְ ָּל ִּדים ַר ָ֔ ִּכים וְ הַ צ ֹאן וְ הַ בָּ קָּ ר עָּלֹות עָּלָּ ָ֑י
하루만 과하게 그들을 몰면, 모든 가축떼가 죽습니다. (ּודפָּקּום יֹום אֶ חָָּ֔ ד וָּמֵּ תּו כָּל־הַ צ ֹאן
ְ )
(14 절) 내 주께서 그의 종보다 앞서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 ַיעֲבָּ ר־נָּא אֲדֹ נִּ י לִּ פְ נֵּי עַבְ ָ֑דֹו
저는 천천히 이동하겠습니다. () ַואֲנִּ י אֶ ְת ָּנ ֲהלָּה לְ ִּא ִּטי
제 앞에 가는 가축들의 발에 따라, ()לְ ֶרגֶל הַ ְמלָּאכָּה אֲשֶ ר־לְ ָּפנַי
그리고 아이들의 발에 따라, ()ּולְ ֶרגֶל הַ יְ ל ִָָּּ֔דים
내 주가 있는 세일에 갈 때까지, (ירה
ָּ ִּ)עַד אֲשֶ ר־אָּ ב ֹא אֶ ל־אֲדֹ נִּ י שֵּ ע
(15 절) 에서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עֵּשָָּ֔ ו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 중 몇 명이 너화 함께 있도록 허락하라.
()אַ צִּ יגָּה־נָּא עִּ ְמ ָָ֔ך ִּמן־הָּ עָּם אֲשֶ ר ִּא ִּ ָ֑תי
야곱이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왜 그렇게 합니까? ()לָּמָּ ה ֶָ֔זה
제가 내 주의 눈에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אֶ ְמצָּ א־חֵּ ן בְ עֵּינֵּי אֲדֹ נִּי
(16 절) 그날로 에서는 길을 따라 세일로 돌아갔습니다. (ירה
ָּ ִּ) ַויָּשָּ ב בַ יֹום הַ הּוא עֵּשָּ ו לְ דַ ְרכֹו שֵּ ע
(17 절) 야곱은 숙곳으로 이동했습니다. (עקֹ ב נָּסַ ע ס ָ֔ ֹֻכתָּ ה
ֲ )וְ ַי
그는 자신을 위해 집을 지었고, 그의 가축을 위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וַיִּ בֶ ן לֹו ָּבָ֑יִּ ת ּולְ ִּמקְ נֵּהּו עָּשָּ ה ס ָ֔ ֹֻכת
그래서 그 곳의 이름을 숙곳이라 불렀습니다. ()עַל־כֵּן קָּ ָּרא שֵּ ם־הַ מָּ קֹום סֻכֹות
(18 절) 야곱은 밧단아람에서부터 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성에 안전하게 들어갔습니다.
() ַו ָּיב ֹא ַיעֲקֹ ב שָּ ֵּלם עִּ יר ְשכֶם אֲשֶ ר בְ אֶ ֶרץ כְ ַָ֔נעַן בְ בֹ אֹו ִּמפַדַ ן א ָּ ֲָ֑רם
그는 그 성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וַיִּ חַ ן אֶ ת־פְ נֵּי הָּ עִּ יר
(19 절) 그는 그가 장막을 친 땅 부분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크시타 (은)에
샀습니다. ()וַיִּ קֶ ן אֶ ת־חֶ לְ קַ ת הַ שָּ דֶ ה אֲשֶ ר נָּטָּ ה־שָּ ם אָּ ה ֳָ֔לֹו ִּמיַד בְ נֵּי־ ֲחמֹור אֲבִּ י ְשכֶ ָ֑ם בְ מֵּ אָּ ה קְ ִּשיטָּ ה
(20 절) 그는 그 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 ַ) ַויַצֶ ב־שָּ ם ִּמז ְֵּבָ֑ח
그는 그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א־לֹו אֵּ ל אֱֹלהֵּ י יִּ ְש ָּראֵּ ל
ָ֔ )וַיִּ קְ ָּר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20 년 만의 두 형제의 조우는 너무나 아름다웠다. 20년 전 동생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사기 당한 에서
는 야곱을 죽이겠다고 노골적으로 협박했다. 억울하게 축복권을 빼앗긴 자기에게 위로의 말은커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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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말로 마음을 상하게 했던 이삭이나, 자기에게 따뜻한 눈길 한 번 건네지 않은 어
머니 리브가가 에서는 못내 야속했다. 에서는 아버지가 죽기만을 학수고대했다. 그리고는 홧김에 아
버지의 이복 형제인 이스마엘에게 갔고, 거기서 이스마엘의 딸을 후처로 들였다. 그렇다고 그 속에 응
어리진 화가 풀렸다고 할 수 없다. 하지만 이번에 야곱이 만난 에서는 20 년 전의 그 에서가 아니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변하게 했는지 알 수 없다. 이제 에서는 더 이상 야곱을 해치고자 복수심에 불타
는 사람이 아니었다. 오히려 그는 동생 야곱을 진심으로 품어 줄 수 있는 형이 돼 있었다.
무엇이 에서를 그렇게 변하게 만들었을까? 에서는 어떤 이유로 야곱을 용서하고 진심으로 동생으로
받아들였을까? 우리는 에서의 마음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는지 알 수 없다. 성경이 침묵하는 것에 대
해 억지로 해석을 가미할 필요도 없다. 다만, 에서는 야곱에게 더 이상 두려운 대상도 아니요, 에서 역
시도 야곱을 해할 뜻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에서는 적극적으로 야곱을 도우려 했다. 그는 야곱을 호
위해서 세일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야곱은 에서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한다. 에서는 대
신 자기 군사의 일부를 야곱을 위해 남겨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제안조차 야곱은 거절했다. 야곱
의 뜻을 확인한 에서는 함께 온 모든 사람들과 야곱이 준 선물인 짐승들을 끌고 세일로 돌아갔다.
야곱은 에서와 헤어진 후 숙곳이라는 곳으로 갔다. 엄밀히 말해 숙곳이라는 곳으로 간 게 아니라 어떤
장소로 이동해 가서, 그곳에서 자신을 위해 장막을 짓고 가축의 우리를 만들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숙곳이 되었다. ‘숙곳’()סֻכֹות은 ‘장막’이라는 뜻이다. 동사로 쓰이면 [천을 ] ‘짜다’. ‘덮다’라는 의미다.
야곱은 거기서 비로소 쉼을 얻었다. 라반의 집을 떠나 에서를 만나기까지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
다. 삼촌 라반의 집을 도망치다시피 떠났지만 일주일 후에 라반이 자신을 추격해 왔다. 그것만으로도
두렵고 힘들었는데 이번엔 400명의 남자들을 이끌고 자기에게 오는 에서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에 떨
었던가? 그 모든 일들이 순적하게 해결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적시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야곱을 보호하셨다. 그리고 여기 숙곳까지 인도하셔서 이곳에 장막을 치고 가축의 우리를 만들 수 있
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은 끝까지 야곱을 보호하고 인도하셨다. 그 이유는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한 이유는 그가 언약의 주체였기 때문이다.
야곱이 장막을 친 곳은 세겜이라는 도시 앞이었다. 그는 자신이 장막을 친 땅을 위해 세겜의 아버지 하
몰의 아들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 그리고 그곳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אֵּ ל אֱֹלהֵּ י יִּ ְש ָּראֵּ ל이라
불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라는 뜻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얍복강가에서 야곱에
게 주신 또 다른 이름이다. 그러니 이 지명은 야곱이 자신을 새 이름인 이스라엘로 선포한 최초의 사
건이다. 야곱은 이곳에서 비로소 쉼을 얻었다. 지금의 안식은 자신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다. 오
직 하나님의 돌보심 덕이다. 나중에 이곳은 애굽 땅에서 죽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의 무
덤이 된다 (수 24:32 참조).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미리 돈을 지불하고 그의 장지를 마련
해 둔 셈이다. 마치 돈을 주고 막벨라 굴을 아내의 장지로 샀던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그는 세겜 땅 앞에서 장막을 치고 그 땅을 매입하여 자기 소유로 만들었다. 세겜은 이스라엘 민족에
게는 너무도 중요한 땅이다. 세겜은 에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 약 5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있는 작
은 분지다. 세겜은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알다시피 그리심산은 축복이 선포되고
에발산은 저주가 선포된 산이다. 그리심산은 세겜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에발산은 세겜의 북동
쪽에 위치하고 있다. 여호수아의 지휘하에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진군해 들
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에 도달했다. 하지만 작은 성이라고 만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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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보았던 아이성 공격에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이 보기 좋게 당하고 말았다. 그 원인은 바로 아간의
범죄 때문이다. 내부의 악을 제거한 후 재차 공격해서 아이성을 정복했다. 아이성을 정복한 후 이스라
엘 백성들이 간 곳이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이다. 그들은 두 무리로 나뉘어 각각 그리심산과 에발산
에 서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들었다. 그곳이 바로 세겜이다. 지금 야
곱이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쉬고 있는 곳이 세겜 땅이다. 이제껏 야곱의 삶은 고난 그 자체였다. 하지
만 숙곳은 잠시나마 그에게 안식을 가져다 주었다. 적어도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에게 강간을 당하기 전까지 말이다. 세겜에 잠시 머무는 동안 야곱은 그리심산의 축복과 에발산
의 저주를 동시에 경험한 셈이다.
야곱은 에서의 호의을 고사하고 자신이 선택한 길로 갔다. 그리고 마침내 세겜 땅에 도착했고 그곳을
하나님이 주신 새 이름으로 불렀다. “엘 엘로헤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그 동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 불렀던 그 하나님을 야곱은 이제 자신의 하나님으로 불렀다.
야곱이 드디어 언약의 주체가 된 것이다. 하지만 언약의 주체가 되었다고 ‘고생 끝, 행복 시작’은 아니
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더 큰 고난들이 야곱을 기다리고 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야곱은 앞으로 자신
에게 닥칠 고난을 언약의 주체로서 헤쳐 나갈 힘을 얻었다는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도그렇다. 성숙
된다는 것은 고난이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고난과 맞설 자세와 각오가 점점 강해
진다는 뜻이다.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부른 야곱처럼 우리 또한 그래야 한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당신은 삶에서 진정한 평안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삶에서 어떤 경험을 했습니
까? 삶에서 부딪히는 고난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주었나요? 그 과정에서 당신은 성숙해진
자신을 봅니까? 그것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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