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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에게 닥친 첫 고난 (주일)
오늘의 본문 (창 34:1~12)
(1 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습니다.
() וַתֵּ צֵּ א ִדינָה בַ ת־ל ָ֔ ֵָּאה אֲשֶׁ ר יָלְ דָ ה לְ ַיע ֲֹ֑קב לִ ְראֹות בִ בְ נֹות הָ אָ ֶׁרץ
(2 절) 히위 족속인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족장, 세겜이 그녀를 보았습니다.
() ַוי ְַרא אתָ ּה ְשכֶׁם בֶׁ ן־חֲמֹור הַ חִ וִ י נְ ִשיא הָ ָ ֹ֑א ֶׁרץ
그는 그녀를 데려가서, 그녀와 같이 눕고, 겁탈했습니다. ( ַָיִשכַב אתָ ּה וַיְ ַענֶׁה
ְ )וַיִ קַ ח אתָ ּה ו
(3 절) 그런데 야곱의 딸 디나에게 그의 마음이 끌렸습니다. ()ו ִַת ְדבַ ק נַפְ ָ֔שֹו בְ ִדינָה בַ ת־ ַיע ֲֹ֑קב
그는 그 소녀를 사랑했고, 그 소녀에게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 ַו ֶׁיאֱהַ ב אֶׁ ת־הַ ַנע ָ ֲָ֔ר וַיְ דַ בֵּ ר עַל־לֵּב הַ ַנע ֲָר
(4 절) 세겜이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말했습니다. (ֵּאמר
ֹ֑ )וַיאמֶׁ ר ְש ֶָׁ֔כם אֶׁ ל־חֲמֹור אָ בִ יו ל
제가 이 소녀를 아내로 얻게 해 주십시오. ()קַ ח־לִ י אֶׁ ת־הַ יַלְ דָ ה הַ זאת לְ ִאשָ ה
(5 절) 야곱은 그(세겜)가 그의 딸 디나를 더럽힌 것을 들었습니다. (ת־דינָה בִ ָ֔תֹו
ִ ֶׁ)וְ ַיעֲקב שָ מַ ע כִ י טִ מֵּ א א
그 때 그의 아들들은 그의 가축과 들에 있었습니다. (ת־מקְ נֵּהו בַ שָ ֶׁ ֹ֑דה
ִ ֶׁ)ובָ נָיו הָ יו א
야곱은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조용히 있었습니다. ()וְ הֶׁ ח ֱִרש ַיעֲקב עַד־באָ ם
(6 절) 세겜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과 말하기 위해 야곱에게 왔습니다.
(י־שכֶׁם אֶׁ ל־ ַיע ֲֹ֑קב לְ דַ בֵּ ר ִאתֹו
ְ ִ) ַויֵּצֵּ א חֲמֹור אֲב
(7 절) 야곱의 아들들이 이를 듣고 들에서 돌아왔습니다. ()ובְ נֵּי ַיעֲקב בָ או ִמן־הַ שָ דֶׁ ה כְ שָ ְמ ָָ֔עם
그들은 몹시 슬퍼했고 그에게 매우 화가 났습니다. ()וַיִ ְתעַצְ בו הָ ֲאנ ָ֔ ִָשים וַיִ חַ ר לָהֶׁ ם ְמ ֹ֑אד
왜냐하면 그가 야곱의 딸을 겁탈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כִ י־נְבָ לָה עָשָ ה בְ יִ ְש ָראֵּ ל לִ ְשכַב אֶׁ ת־בַ ת־ ַיע ֲָ֔קב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וְ כֵּן לא ֵּיעָשֶׁ ה
(8 절) 하몰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אמר
ֹ֑ )וַיְ דַ בֵּ ר חֲמֹור ִאתָ ם ל
제 아들 세겜, 그의 마음이 당신들의 딸을 사랑합니다. () ְשכֶׁם בְ נִ י חָ ְשקָ ה נַפְ שֹו בְ בִ ְת ֶָׁ֔כם
부디 그녀를 그의 아내로 주십시오. () ְתנו נָא אתָ ּה לֹו לְ ִאשָ ה
(9 절)
당신들은 우리와 결혼으로 관계를 맺으십시오. ()וְ הִ ְתחַ ְתנו א ָ ֹ֑תנו
당신들의 딸들을 당신들이 우리에게 주고, ()בְ נתֵּ יכֶׁם ִת ְתנו־ ָָ֔לנו
우리의 딸들을 당신들이 데려가십시오. ()וְ אֶׁ ת־בְ נתֵּ ינו ִתקְ חו ָלכֶׁם
(10 절)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שבו
ֹ֑ ֵּ ֵּ)וְ ִאתָ נו ת
땅이 당신들 앞에 있으니 거주하고, 그 땅을 돌아다니며, 그 땅에 정착하십시오.
(וסחָ ָ֔רוהָ וְ הֵּ אָ חֲזו בָ ּה
ְ ) וְ הָ אָ ֶׁרץ ִתהְ יֶׁה לִ פְ נֵּי ֶָׁ֔כם ְשבו
(11 절) 세겜이 디나의 아버지와 디나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 ָ)וַיאמֶׁ ר ְשכֶׁם אֶׁ ל־אָ בִ יה וְ אֶׁ ל־אַ חֶָׁ֔ יה
제가 당신들의 눈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אֶׁ ְמצָ א־חֵּ ן בְ עֵּינֵּיכֶׁ ֹ֑ם
당신들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대로 드릴 것입니다. (אמרו אֵּ לַי אֶׁ תֵּ ן
ְ ) ַו ֲאשֶׁ ר ת
(12 절)
제게 혼수와 예물을 많이 요구하십시오. ()הַ ְרבו ָעלַי ְמאד מהַ ר ומַ ָ֔ ָתן
당신들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대로 드릴 것입니다. (אמרו אֵּ לָ ֹ֑י
ְ )וְ אֶׁ ְת ָָ֔נה ַכאֲשֶׁ ר ת
다만 제게 그 소녀를 아내로 주십시오. (ותנו־לִ י אֶׁ ת־הַ ַנע ֲָר לְ ִאשָ 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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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은 세겜 성 앞 숙곳이라는 곳에 터전을 잡고 잠시 머물렀다. 그런데 그곳에서 야곱에게 첫 번째 고난이
찾아 왔다. 야곱의 딸 디나의 신변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세겜 땅 장막에서 살던 디나가 잠시 외출을 했다. 그
도시에 사는 또래 여자 아이들을 만나기 위해서였을 것이다. 그때 히위 족속의 하몰의 아들이자 그 땅의 족장
이었던세겜이 디나를 보았고 그녀를 데려가서 겁탈했다. 겁탈을 하긴 했지만 세겜은 디나에게 마음이 끌렸
고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 그는 마침내 디나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게 해달라고 아버지 하몰에게 말한다.
디나가 세겜에게 겁탈당했다는 것을 야곱이 알게 되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은 가축들과 함께 들에 있었다. 야
곱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들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아들들이 오기 전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
이 아들 세겜과 함께 야곱에게로 왔다. 하몰이 야곱에게 온 직후에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급히 돌아 왔다.
그들은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한 것에 분노했고 슬퍼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세겜
의 아버지 하몰이 먼저 말을 꺼냈다. 그의 이야기를 들어 보자.
“제 아들 세겜, 그의 마음이 당신들의 딸을 사랑합니다. 부디 그녀를 그의 아내로 주십시오. 당신들은 우리와
결혼으로 관계를 맺으십시오. 당신들의 딸들을, 당신들이 우리에게 주고, 우리의 딸들을, 당신들이 데려가십
시오. 당신들은 우리와 함께 거주하시고, 땅이 당신들 앞에 있으니 거주하고, 그 땅을 돌아 다니며, 그 땅에 정
착하십시오.” (창 34:8~10).
하몰의 말은 언뜻 들으면 디나를 자기 며느리로 달라는 단순한 청혼인 것처럼 보인다. 아들이 디나를 사랑하
고 있으니 그녀를 아들의 아내로 달라고 야곱에게 간곡히 부탁하고 있다. 그런데 하몰의 제안은 거기서 한 걸
음 더 나간다. 이스라엘의 딸들을 자기들 세겜 사람에게 보내고 세겜의 딸들을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혼인
시켜 결혼을 통해 결속을 공고히 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가 되자는 제안이다. 도대체 하몰이 누구며 세겜 사
람들이 누구인가? 그들은 가나안 일곱 족속의 하나였다. 그들은 히위 족속으로서 가나안 땅 세겜을 중심으로
그 부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알다시피 에서가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된 이유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았기 때문이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의 배필을 가나안 족속 중에서 찾지 않고 일부러 자신의 고향에까
지 종을 보내 데려온 이유도 그 때문이고, 이삭과 리브가가 맏이인 에서를 피해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보낸 것도 바로 같은 이유에서였다.
사실 가나안 족속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혼인할 수 없다는 생각은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노아 때
있었던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사건과 맞닿아 있다. 홍수 심판 후 노아는 포도 농사를 지어 포도주를 마시고 자
신의 장막에서 벌거벗고 잠을 잤다. 그때 그것을 본 함이 자기 형제인 셈과 야벳에게 그 이야기를 떠벌렸다.
그때 셈과 야벳은 옷을 들고 뒷걸음질로 들어가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 주었다. 나중에 이 사실을 안 노아는 함
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한다.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의 종이 될 거라고 저주했고 특별히 셈의 종이 될 것이라고
선포했다. 이 순간부터 가나안의 후손들과 셈의 후손은 사실상 다른 길을 가게 되었고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
지금 세겜 사람 하몰이 하는 제안은 이스라엘로서는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는 것이다. 하몰은 야곱의 딸 디나
에게 세겜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지만 다행히 그가 디나를 연모하고 있으니 이참에 둘을 혼인 시
키자고 한다. 야곱으로서는 뿌리칠 수 없는 제안이었을 것이다. 아직까지 야곱은 일정한 주거지도 없는 데다
가 할아버지 때부터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서 떠돌이 삶을 살고 있는 상태다. 게다가 겁탈까지 당한 딸 디나를
다른 데로 시집보내기도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야곱이 그들과 혼인 관계로 하나가 되면 야곱의 삶은 쉽게 안
정을 찾게 된다. 그러나 야곱은 잠시 침묵했다. 야곱이 고민 하는 사이 이번에는 당사자인 세겜이 말을 꺼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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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당신들의 눈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들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대로 드릴 것입니다. 제
게 혼수와 예물을 많이 요구하십시오. 당신들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대로 드릴 것입니다. 다만, 제게 그 소녀
를 아내로 주십시오.
세겜은 한술 더 떠 신부인 디나를 데리고 오기 위한 지참금도 원하는 대로 두둑히 주겠으니 제발 디나를 아내
로 달라고 간청했다. 하몰과 세겜은 이미 작정을 하고 온 상태다. 이 정도 제안이면 제 아무리 야곱과 그의 아
들들이라도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도 야곱은 묵묵부답이다. 그들의 제안에 현혹되어서
가 아니다. 야곱은 그 제안을 거절해야 했고 그러자면 그곳을 떠나야 한다. 자기 몸도 온전치 않아 거동이 불
편한데다가 어린 자식들과 아내들, 수많은 종들과 가축들을 이끌고 어디로 가야할 지 막막하기만 했다. 하지
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야곱은 하몰의 제안을 결코 받아 들일 수 없었다.
이제 야곱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만약 당신이라면 야곱에게 무조건 정처없는 나그네 길을 가라고 말하겠는가?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며 인내로 고난의 행군을 계속하라고 강요하겠는가? 잠시 받는 고난이 장차 나타날 영
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야곱을 훈계할 것인가? 남의 일이라고 쉽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자. 당신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없는가? 눈 한번 질끈 감으면 평생 안락한 삶이
보장되는데에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과감하게 떨치고 대신 정처없는 나그네 삶을 선택할 수 있는가?
요즈음 우리는 진리와 비진리가 혼재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교회마저도 번영이 고난을 대체한지 이미 오래
되었다.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우리들이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살고 있고, 어떤 땐 오히려 교회가 더 세상적이
라는 말도 듣는다. 번영을 가져다 주기만 한다면 교회에서 비진리가 선포되어도 별로 개의치 않는다. 그뿐인
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은 사라지고 없고 성령님이 주신다고 믿는 일시적인 황홀감과 기
이한 현상에만 집착하는 일도 다반사다. 당신이 잡고 있는 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는 당신이 지금 어떤 세
계관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다.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세겜과 하몰이 하는
제안을 기꺼이 받아들일 것이다. 아니 어쩌면 자신이 세겜과 하몰이 되어 먼저 다른 이에게 그런 제안을 할 수
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땅에서의 번영과 평안함 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을 택할 것이다. 왜냐하면 진리로 인해 받는 고난은 그게 무엇이든 자신에게 가장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
는 걸 너무도 잘 알기 때문이다. 당신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 부르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 반드시 그
리스도의 흔적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야곱은 지금 그길을 가기 위해 잠시 침묵하는 중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이 땅의 풍요와 번영을 삶의 궁극적인 목적으
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은 살면서 진리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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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전자전(?)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34:13~24
(13 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을 속이며 대답하여 말했습니다.
ת־שכֶׁם וְ אֶׁ ת־חֲמֹור אָ בִ יו בְ ִמ ְרמָ ה וַיְ דַ ֵּ ֹ֑ברו(
) ַו ַיעֲנו בְ נֵּי־ ַיעֲקב אֶׁ ְ
)אֲשֶׁ ר ִט ָ֔ ֵּמא אֵּ ת ִדינָה אֲחתָ ם( 왜냐하면 그가 그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אמרו ֲאלֵּיהֶׁ ם( (14 절)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וַי ְ
우리가 포피를 가진 (할례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주는 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 לא נוכַל ַלעֲשֹות הַ דָ בָ ר הַ ֶָׁ֔זה לָתֵּ ת אֶׁ ת־אֲח ָ֔ ֵּתנו לְ ִאיש אֲשֶׁ ר־לֹו ע ְָרלָ ֹ֑ה(
)כִ י־חֶׁ ְרפָה הִ וא לָנו( 이 일은 우리에게 수치입니다.
)(15 절
)אַ ְך־בְ זאת נֵּאֹות לָכֶׁ ֹ֑ם( 이렇게 할 때만 당신들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 ִאם ִתהְ יו כ ָָ֔מנו לְ הִ מל ָלכֶׁם כָל־ ָזכָר( 만약 당신들께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 우리처럼 된다면
)(16 절
)וְ נָתַ נו אֶׁ ת־בְ נתֵּ ינו ָל ֶָׁ֔כם(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당신들에게 줄 것이고
)וְ אֶׁ ת־בְ נתֵּ יכֶׁם נִ קַ ח־לָ ֹ֑נו( 우리가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올 것입니다.
)וְ יָשַ בְ נו ִא ְת ֶָׁ֔כם( 우리가 당신들과 함께 거주할 것입니다.
)וְ הָ יִ ינו לְ עַם אֶׁ חָ ד( 우리가 한 민족이 될 것입니다.
)(17 절
)וְ ִאם־לא ִת ְש ְמעו אֵּ לֵּינו לְ הִ ֹ֑מֹול( 만약 당신들께서 할례를 받으라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면
)וְ לָקַ חְ נו אֶׁ ת־בִ תֵּ נו וְ הָ לָכְ נו( 우리는 우리의 딸을 데리고 갈 것입니다.
(18 절) 그들의 말이 하몰의 눈에, 그리고 하몰의 아들 세겜의 눈에 좋았습니다.
יטבו ִדבְ ֵּריהֶׁ ם בְ עֵּינֵּי ח ֲֹ֑מֹור ובְ עֵּינֵּי ְשכֶׁם בֶׁ ן־חֲמֹור(
)וַיִ ְ
)וְ לא־אֵּ חַ ר הַ ַנעַר ַלעֲשֹות הַ דָ ָ֔ ָבר( (19 절) 이 소년은 그 일 행하기를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כִ י חָ פֵּץ בְ בַ ת־ ַיע ֲֹ֑קב( 왜냐하면 그는 야곱의 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וְ הוא נִ כְ ָ֔ ָבד ִמכל בֵּ ית אָ בִ יו(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습니다.
ירם( (20 절)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그들 도시 입구에 갔습니다.
ושכֶׁם בְ נֹו אֶׁ ל־שַ עַר עִ ָ ֹ֑
) ַויָבא חֲמֹור ְ
ירם לֵּאמר( 그들이 그들 도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וַיְ דַ בְ רו אֶׁ ל־אַ נְ שֵּ י עִ ָ
)(21 절
)הָ ֲאנ ִָשים הָ אֵּ לֶׁה ְשל ִֵּמים הֵּ ם ִאתָ נו(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화평합니다.
)וְ י ְֵּשבו בָ אָ ֶׁרץ( 그들이 이 땅에 거주하게 합시다.
)וְ יִ ְסחֲרו א ָ֔ ָתּה( 그들이 이 땅에서 돌아다니도록 합시다.
ֵּיהֹ֑ם( 보시오, 그들 앞에 이 땅은 충분히 넓습니다.
)וְ הָ אָ ֶׁרץ הִ נֵּה ַרחֲבַ ת־יָדַ יִ ם לִ פְ נ ֶׁ
)אֶׁ ת־בְ נתָ ם נִ קַ ח־לָנו לְ נ ָ֔ ִָשים( 그들의 딸들을 우리가 아내로 맞이합시다.
)וְ אֶׁ ת־בְ נתֵּ ינו נִ תֵּ ן לָהֶׁ ם(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줍시다.
)(22 절
이렇게 할 때만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한 민족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 אַ ְך־בְ זאת יֵּאתו לָנו הָ ֲאנ ִָשים לָשֶׁ בֶׁ ת ִא ָ֔ ָתנו לִ הְ יֹות לְ עַם אֶׁ ָחֹ֑ד(
우리 중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 받은 것처럼 할례를 받을 때
)בְ הִ מֹול לָנו כָל־ ָז ָָ֔כר ַכאֲשֶׁ ר הֵּ ם נִ מלִ ים(
)(23 절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재산, 그리고 그들의 모든 동물, 그것들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 ִמקְ נֵּהֶׁ ם וְ קִ נְ ָינָם וְ כָל־בְ הֶׁ ְמ ָ֔ ָתם הֲלֹוא לָנו ֵּהֹ֑ם אַ ְך נֵּאֹותָ ה לָהֶָׁ֔ ם וְ י ְֵּשבו ִאתָ נו(
(24 절) 그 도시 입구를 지나는 모든 사람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들었습니다.
ל־שכֶׁם בְ נָ֔ ֹו כָל־יצְ אֵּ י שַ עַר עִ ֹ֑ירֹו(
)וַיִ ְש ְמעו אֶׁ ל־חֲמֹור וְ אֶׁ ְ
)וַיִ מלו כָל־ ָז ָָ֔כר כָל־יצְ אֵּ י שַ עַר עִ ירֹו( 그 도시 입구를 지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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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야곱 곁에서 하몰과 세겜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야곱의 아들들은 분을 삭이지 못했다. 어떻게 해서든 자기 여
동생이 당한 수치를 되갚아 줄 궁리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하몰과 세겜의 이야기가 끝나자 그들에게 도리어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야곱의 아들들은 모두 열한 명이다. 어린 요셉을 제외하면 열 명이다. 아마도 이들은 먼
들판에서 가축을 치고 있다가 뜻밖에 디나가 당한 수치스런 사건에 관해 자초지종을 들었을 것이고 그때 이
미 이런 계책을 세워 둔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세겜 사람들과 자신들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여주는 할례를
이용하여 그들에게 보복하기로 작정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에게 말했다.
“우리가 포피를 가진 (할례 받지 않은) 남자에게 우리의 누이를 주는 이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이 일은 우리
에게 수치입니다. 이렇게 할 때만 당신들에게 허락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들께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아 우
리처럼 된다면,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당신들에게 줄 것이고 우리도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올 것입니다. 그러
면 우리는 하나의 민족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들께서 할례를 받으라는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
리는 우리의 딸을 데리고 갈 것입니다.” (창 34:14~17).
이들이 한 제안의 요지는 혼인을 하기에 앞서그들도 자기들처럼 할례를 받아야만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
는 것이다. 그러면서 할례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디나를 시집보내는 것은 수치라고 말했다. 여기서 수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헤르파’()חֶׁ ְרפָה다. 헤르파는 단순한 내적 수치심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다. 이 단어
는 공개적으로 드러난 수치심을 의미한다. 이스라엘에게 무할례는 개인적인 은밀한 수치가 아니라 공공연
한 수치였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할례다.
이스라엘 백성 중 애굽에서 나온 성인 남자들은 애굽에서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 40년동안은 할례를 행하지
못했다. 따라서 광야 40 년 기간에 태어난 남자들은 한 명도 할례를 받지 못한 상태였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대
상으로 할례를 시행했는데 성경은 그 사건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
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사십 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
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
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
으므로 그 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수 5:6~9).
광야에서 태어나 할례를 받지 못한 남자들은 그 자체로 이스라엘의 수치였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지 8
일째가 되면 누구나 할례를 받아야 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명령 때문이다. 아브라함은 그 자신이
아흔 아홉에 할례를 받았다. 이삭은 태어난지 8일만에 할례를 받았다. 그때부터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
징이 되었다. 반대로 할례없음은 이스라엘과 함께 할 수 없었다. 할례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들 중에 함께 거하는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할례를 받아야 했다. 야곱의 아들들은 지금 이점을 강조하고 있
다. 이 논리대로라면 혼인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세겜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없다. 오직 세겜 사람들이 할례
를 받아 이스라엘과 같이 되어야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상황은 반전되었다. 답을 해야 하는 편은 야곱이 아니라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다. 야곱의 아들들이 한
제안은 하몰과 세겜이 듣기에 타당해 보였다. 게다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단지 며칠만 고통을 참으면 그
만이다. 그들은 할례의 의미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들이 원한 것은 야곱과 그 집안이 그들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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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는 것이었다. 그러면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엄청난 재산이 모두 자신들의 것이 되는 셈이니까. 게다가
세겜은 다나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있다. 그러니 꿩 먹고 알 먹는 이런 제안을 마다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그들은 한시라도 지체할 수 없었다. 당시 세겜은 그 주변 공동체에까지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다. 세겜이 하는
일이라면 모두가 동의할 정도로 존경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그들이 사는 도시 입
구로 갔다. 그리고는 도시의 모든 남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화평합니다. 그들이 이 땅에 거주하게 합시다. 그들이 이 땅에서 돌아다니도록 합
시다. 보시오, 그들 앞에 이 땅은 충분히 넓습니다. 그들의 딸들을 우리가 아내로 맞이합시다. 우리의 딸들을
그들에게 줍시다. 단, 우리 중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 받은 것처럼 할례를 받을 때에만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고 한 민족이 되는 것을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 되면 그들의 가축과 그들의 재산, 그리고 그들의
모든 동물들이 모두 우리의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창 34:21~23).
세겜은 그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디나와의 혼인을 성사시키려 했다. 그뿐
아니었다. 이 참에 야곱을 자신들의 일원으로 만들어 완전히 동화시키고자 했다. 그야말로 동상이몽이다. 야
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이용하여 이들을 속여 모두를 죽이려고 계획했으니 말이다.
야곱의 아들들은 복수를 위해 ‘할례’라는 신성한 하나님의 명령을 악용했다. 여동생 디나가 당한 수치가 곧
자기들의 수치고, 그 때문에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하지만 문제는 자신들의 복수를 위해 정
의롭지 못한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예전에 아버지가 했던 것처럼 자기들도 비열한 속임수
를 써서 하몰과 세겜에게 복수하려고 계획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들에게 도덕적 책임을 물을 생각은 추호
도 없다. 또 그럴 자격도 없다. 문제는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수수방관만 하고 계신다는 점이
다. 디나가 겁탈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세겜에게 복수하려고 할례를
이용하고 있는데도 이를 묵인하셨다.
이 일로 인해 야곱은 또 다시 짐을 꾸려 정처없는 떠돌이 생활을 해야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전
에 미리 개입해서 막지 않으셨다. 우리들의 삶에도 그러신다. 하나님은 많은 경우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
입하지 않으신다. 우리들이 실수하면 실수하는 대로,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그냥 두고만 보신다. 왜 그러실
까? 곰곰히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런 실수와 경험들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임을 알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의 신앙은 풍요와 즐거움을 먹
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자양분을 먹고 성장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 지
금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잘못된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엄청난 격랑 속에 휘말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
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대한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몸소 찾아내게 될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살면서 보복을 생각하거나 혹은 실제로 상대에게 보복을 가한 적이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당신은 부
당한 방법을 쓰지는 않았나요? 그때 당신이 한 실수나 그릇된 판단으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고난을 겪은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이 하나님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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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의 아들들의 복수극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34:25~31)
(25 절) 3 일째 되는 날, 그들이 아파하고 있을 때, (ישי בִ הְ יֹותָ ם כאֲבִ ים
ִ ִ)וַיְ הִ י בַ יֹום הַ ְשל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자 칼을 들고 그 도시에 손쉽게 들어갔습니다.
()וַיִ קְ חו ְשנֵּי־בְ נֵּי־ ַיעֲקב ִש ְמעֹון וְ לֵּוִ י אֲחֵּ י ִדינָה ִאיש חַ ְרבָ֔ ֹו ַויָבאו עַל־הָ עִ יר ֶׁבֹ֑טַ ח
그리고 모든 남자를 죽였습니다. () ַויַהַ ְרגו כָל־ ָזכָר
(26 절) 그들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칼로 죽였습니다. (י־ח ֶֹׁ֑רב
ָ ִת־שכֶׁם בְ נָ֔ ֹו הָ ְרגו לְ פ
ְ ֶׁ)וְ אֶׁ ת־חֲמֹור וְ א
그들은 세겜의 집에서 디나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ת־דינָה ִמבֵּ ית ְשכֶׁם ַויֵּצֵּ או
ִ ֶׁ)וַיִ קְ חו א
(27 절) 야곱의 아들들은 시체들이 있는 곳에 가서 그 도시를 약탈했습니다.
()בְ נֵּי ַיעֲקב בָ או עַל־הַ ֲחלָלִָ֔ ים ַויָבזו הָ ִ ֹ֑עיר
왜냐하면 그들이 야곱의 아들들의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אֲשֶׁ ר ִט ְמאו אֲחֹותָ ם
(28 절) 그들의 양과 그들의 소, 그들의 당나귀와 그 도시와 그 땅에 있는 것들을,
(יּהֹ֑ם וְ אֵּ ת אֲשֶׁ ר־בָ עִ יר וְ אֶׁ ת־אֲשֶׁ ר בַ שָ דֶׁ ה
ֶׁ ) אֶׁ ת־צאנָם וְ אֶׁ ת־בְ קָ ָרם וְ אֶׁ ת־חֲמ ֵּר
야곱의 아들들이 가져왔습니다. ()לָקָ חו
(29 절) 그들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자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아내를 사로잡았습니다.
() וְ אֶׁ ת־כָל־חֵּ ילָם וְ אֶׁ ת־כָל־טַ פָם וְ אֶׁ ת־נְ שֵּ יהֶָׁ֔ ם שָ בו ַוי ָֹ֑בזו
그리고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וְ אֵּ ת כָל־אֲשֶׁ ר בַ בָ יִ ת
(30 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했습니다. (ל־ש ְמעֹון וְ אֶׁ ל־לֵּוִ י
ִ ֶׁ)וַיאמֶׁ ר ַיעֲקב א
너희가 이 땅에 거주하는 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가 나도록 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구나. (עכ ְַרתֶׁ ם א ִתי לְ הַ בְ ִאישֵּ נִ י בְ ישֵּ ב הָ ָ֔ ָא ֶׁרץ בַ כְ ַנעֲנִ י ובַ פְ ִרזִ ֹ֑י
ֲ )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모이고 나를 공격한다면,
() ַואֲנִ י ְמתֵּ י ִמ ְס ָָ֔פר וְ נֶׁאֶׁ ְספו ָעלַי וְ הִ כָ֔ ונִי
나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יתי
ִ ֵּ)וְ נִ ְשמַ ְד ִתי אֲנִ י וב
(31 절) 그들이 말했습니다. (אמ ֹ֑רו
ְ )וַי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했어야만 합니까? ()הַ כְ זֹונָה ַיעֲשֶׁ ה אֶׁ ת־אֲחֹותֵּ נ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몰과 세겜은 흔쾌히 야곱의 아들들의 제안을 받아 들였고,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설득하여 다 함께
할례를 받았다. 야곱의 아들들은 사흘을 기다렸다. 3 일째는 할례로 인한 고통이 극에 달하는 때이다. 당시에
는 오늘날처럼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못한데다 아마도 할례에 쓰인 도구도 오늘날처럼 날카로운 칼이 아니
라 동으로 만든 무딘 칼이었거나 그도 아니면 부싯돌을 갈아 만든 돌칼이었을 것이다. 그러니 남자들의 고통
이 얼마나 심했을지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그 때를 기다려 야곱의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아무런 제지도
받지 않고 칼을 들고 세겜 성으로 들어갔다. 시므온과 레위는 야곱이 레아에게서 낳은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
이다. 이들 둘이 살육을 주도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 둘이 모든 계획의 주모자였을 것이다. 세겜 성으로 들어
간 그들은 닥치는대로 남자들을 죽였다.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렇게 한 후 세겜과 정
혼을 하고 그 집에 가 있던 여동생 디나를 데리고 나왔다.
끔찍한 살육의 보복이었다. 그러나 그것으로 복수극이 끝난 건 아니었다. 이번에는 야곱의 나머지 아들들이
시신이 즐비한 마을로 들어가서 닥치는대로 약탈을 하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잔인하고 포학한 짓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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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약탈한 것은 세겜에 있는 모든 재물들은 물론 아이들과 여자들까지 볼모로 잡아왔다. 그들이 이렇게
인면수심의 복수극을 벌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세겜이 자기 누이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성경 저자는 이 부분을 기록하면서 ‘라콰’ ()לָקַח라는 동사를 반복함으로써 일종의 워드플레이를 구사하고 있
다. 그들은 칼을 ‘들고’ (라콰( ))לָקַח들어가, 디나를 ‘데리고’(라콰( ))לָקַח도시에서 나왔다.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
은 도시에 있는 것들을 ‘가져왔다’ (라콰())לָקַח. 왜냐하면, 하몰의 아들 세겜이 디나를 ‘데려가서’(라콰())לָקַח, 그
녀를 겁탈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이 디나에게 한 그대로 수백 배 수천 배를 되갚아 준
셈이다.
야곱은 아들들이 주도한 끔찍한 복수극을 목도했다. 순간 두려움이 엄습했다. 도대체 아들들이 무슨 일을 저
지른 것인가? 세겜 사람들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몰살당했다는사실을 주변의 히위 족속들이 알게 되는 날엔
야곱 가족은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에게 말한다.
“너희가 이 땅에 거주하는 자,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가 나도록 해서 나를 어렵게 하는구나. 나
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나를 대적하여 모이고 나를 공격한다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할 것이다.” (창 34:30).
이 일은 야곱은 물론 아들들의 운명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가 한 일을 죽을
때까지 잊지 않았다. 훗날 야곱이 열두 아들들을 불러 앞으로 당할 일을 유언할 때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렇게
예언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
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
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창 49:5~7).
레아에게서 낳은 첫아들 르우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일로, 둘째 시므온과 셋째 레위는 칼로 사람들을
도륙한 일로 장자의 지위에서 제외된다. 결국 넷째인 유다가 장자권을 갖게 되고 축복을 계승한다. 참고로 라
헬의 아들들 중에서는 요셉의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이 장자권의 다른 한 축을 담당하게 된다. 훗날 유다와 에
브라임은 나라가 양분될 때 각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배 세력이 된다. 그리고 유다의 계보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지금 세겜에서 저지른 이 일은 두고두고 시므온과 레위에게 꼬리표처럼 따라
다니며 역사 속에서 이들 두 지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된다. 참고로 가나안을 정복한 후 레위 지파는 그들의 직
분 때문에 분깃을 받지 못하고 열한 지파의 성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시므온은 분깃을 받지 못하다가 유다 지
파의 분깃 중에서 일부를 받아 살다가 훗날 유다 지파에 흡수되고 만다.
야곱의 원망섞인 질책을 들은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의 말에 결코 동의할 수 없었다. 창세기 저자는 이 사건을
야곱의 아들들의 수사적 질문 (rhetorical question)으로 마무리 하고 있다.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했
어야만 합니까?” 이 질문은 인간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뿌리 깊은 화두이기도 하다. 이에는 이, 눈에
는 눈, 그리고 백 배의 보복을 하는 것, 이것이 인간들의 삶의 모토다.
이로 인해 야곱은 세겜 땅을 떠나게 된다. 그 후에 야곱의 후손이 다시 세겜 땅에 장막을 치기까지 무려 500 년
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거쳐 아이성
을 무너뜨린 후 세겜에 들어가자 여호수아는 백성을 둘로 나누어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서게 하고 절반은 에
발산 앞에 서게 했다. 그리고는 율법에 명한 대로 축복과 저주를 낭독했다. 바로 그 율법이 선포된 곳이 세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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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이다. 특히 이 세겜 지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당시 본진 역할을 했다. 야곱은 밧단아람을
떠나 와 이곳에 도착한 후 숙곳에 장막을 치고 그곳 땅을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자신의 소유로 삼았다. 훗날
세겜은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의 장지가 되는 동시에 요셉의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분깃으로 주어
진다. 그런 세겜을 야곱은 지금 부랴부랴 떠나야 했다. 그렇게 도망치듯 황망히 떠나온 그곳이 훗날 이스라엘
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가 되리라곤 야곱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야곱은 세겜에 잠시 머물렀었다. 그가 얼마 동안 거기 머물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리 오랜 기간은 아
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바로 그 땅에서 야곱에게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것이다. 비단 야곱 개인에게만
국한되지 않는다. 이곳 세겜은 그 이후에 전개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하나의 포석이 되는 중요한 지점이 된
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의 눈에는 마치 우연처럼 보인다. 야곱은 우연히 세겜 성 앞에 장막을 쳤고 우연히 그 땅
을 사게 됐으며, 디나는 그날 우연히 세겜 마을로 들어갔다가 우연히 세겜의 눈에 띄었다. 그리고 그 모든 우
연이 세겜 주민의 운명은 물론 이스라엘의 역사까지 바꾸게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우연은 역사를 바꾼
다. 아주 작게는 개인의 계획 하나를 바꾸기도 하고, 좀더 크게는 인생 전체를 바꾼다. 더 나아가면 한 나라의
역사를 바꾸고, 마지막으로는 전세계를 뒤흔들기도 한다. 이 정도되면 우연이라고 말하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든다. 사실 인간들의 눈에 우연처럼 보이는 것들 뒤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과 손
길이 있다. 인간이 자의로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지켜보며 주관해 가시는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에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그 자체로 수동형이다. 모든 것 하나하나가 유의미하고 하나님의 뜻과
손길이 미치고 있는 필연적 사건인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사실을 깨달아 가는 것이 얼마
나 중요하겠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의미있는 일이라는 것에 동의
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삶 속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요? 당신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
이 타인의 인생과 나라의 운명, 그리고 세계의 운명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친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있습
니까? 삶 속에서 그런 것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그 경험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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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 벧엘로 올라가라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35:1)
(1 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 ר אֱֹלהִ ים אֶׁ ל־ ַיע ֲָ֔קב
일어나 벧엘로 가서 그곳에 거하며, 그곳에 제단을 쌓아라.
( ַב־שם ַועֲשֵּ ה־שָ ם ִמז ָ֔ ְֵּבח
ֹ֑ ָ ֶׁ)קום ֲעלֵּה בֵּ ית־אֵּ ל וְ ש
네가 네 형 에서 앞에서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위해,
() לָאֵּ ל הַ נִ ְראֶׁ ה אֵּ ֶָׁ֔ליָך בְ בָ ְרח ֲָָ֔ך ִמפְ נֵּי עֵּשָ ו אָ חִ יָך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세겜에 대한 끔직한 보복극은 끝났다. 아들들이 일을 저질렀지만 그 책임은 모두 야곱이 져야 한다. 야곱은 너
무도 두려웠다. 세겜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었다.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한꺼번에 야곱을 응징하
려 들 수도 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일어나 벧엘로 가서 그곳에 거하며 그곳에 네가 네 형 에서 앞에서 도망칠 때에 너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위
해 제단을 쌓아라!” (창 35:1).
이번에도 하나님은 뒷북을 치고 계신 것 같다. 인간이 일을 저지르고 나서 하나님이 그 뒤치닥거리를 해주는
모양새다. 차라리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이끄
실 수는 없는 것일까? 야곱이 하나님의 인도로 무사히 가나안 땅 세겜으로 들어왔건만 뜻밖에 딸 디나가 그곳
에서 강간을 당한다. 그리고 그 일로 세겜에 거하는 성인 남자들이 야곱의 아들들에게 모두 죽임당하고, 그 땅
이 쑥대밭이 되고 말았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어떤한 개입도 하지 않고 침묵하고만 계셨다. 한바탕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그 참상은 차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도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
도록 미리 막지 않으시고 수수방관하셨다. 그리고는 사후약방문으로 이런 수습책을 말씀해 주신다.
이런 사건을 볼 때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된다. 살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함정에 빠지기도 하고, 끝간 데 없는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그때 과연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일 새벽 기도로 매달려도 하
나님은 아무런 말씀 없이 그저 침묵하고만 계신다.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힘든 상황을 외면하고 계시는가? 하
나님이 매번 내 기도만 외면하고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 정말 하나님은 신
실하신 분이 맞는가? 그러나 이런 의문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나의 뜻에 맞추고, 나의 상황에 맞추어 해석하
려는 시도에 지나지 않는다. 하나님이 왜 야곱을 친절하게 돌보아야 하는가? 왜 야곱은 절대로 어려운 상황을
겪으면 안 되는가? 왜 야곱의 삶은 순풍에 돛단 배처럼 늘 순탄해야만 하는가? 어쩌면 야곱에게 닥친 위기를
하나님이 방조하신 이유가 야곱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경험이었기 때문은 아
닐까?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주권의 절대성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침묵도 하
나님의 계획의 일부임을 인정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 야곱은 위기에 처해 두려워하고 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일이 그의 삶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하신 것이다. 그리고 그일을 야곱이 경험한 이후에
나타나셔서 그가 가야할 길을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수습책은 이러했다. 하나님은 네 개의 명령어를 사용하여 야곱을 인도하신다. 그 네 개의 명령어는
일어나라, 가라, 거하라, 만들라다. 모든 명령의 시작은 ‘일어나라!’다. 히브리어로는 ‘쿰’()קום이다.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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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쿰’을 명령어로 사용하실 때는 몇가지 특정한 상황에 처했을 때다. 먼저 상황이 매우 긴박할 경우다. 소
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직전 롯을 구하려 간 천사들이 긴박한 상황에서 롯에게 ‘일어나라!’라고 명령했던 그
런 경우다. 두 번째로는 예상치 못한 상황의 반전이 일어날 때에도 이 명령어가 사용되었다. 아브라함과 롯이
땅 문제로 다투다가 롯이 먼저 아브라함 곁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 간 직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나
라!’라고 명령한 후 가나안 땅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을 때다. 참고로 롯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떠
나게 한 마지막 사람이다. 아브라함은 고향 사람들을 떠났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 형제들을 떠났다. 그런 아브
라함이 마지막까지 데리고 다녔던 유일한 피붙이가 롯이었다. 그런 롯이 마침내 아브라함을 떠나자 하나님
이 그에게 명령하셨다. ‘쿰( ’!)קום지금 야곱도 그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그 길림길에서 하나
님이 가장 먼저 야곱에게 한 말씀이 ‘일어나라!’다. 삶이 위기에 처해있는가? 일이 꼬이고 원치않는 수렁에 빠
져 있는가? 미래가 엉망이 될까 두려운가? 앞이 캄캄하고 두려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가? 인생의 전환점
에 서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가? 바로 그 상황 자체가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아닐까?
이 명령을 보면 베데스다 연못 가에 누워서 소망없이 살아가고 있던 38년된 병자가 떠오른다. 그는 다른 사람
의 도움이 없이는 홀로 일어설 수조차 없는 처량한 신세였다. 그는 은혜의 연못가에서 연못 물에 몸 한번 담가
보기를 소망했지만 그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의 삶은 절망 그 자체였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그는 베데스다 연못에 소용돌이가 치기만을 기다
리고 있었다. 사실 물이 소용돌이쳐 보았자 그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지만 말이다. 그렇게 물끄러미 연못만
응시하고 있는 그에게 낯선 랍비 한 사람이 찾아 왔다. 랍비가 그에게 말을 건넨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
가 대답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넣어 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가
나이다” (요 5:7). 그 대답을 듣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일어나라!” 이때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 히브리어로
‘쿰(’!)קום이다. 그는 일어났고, 자리를 들고 걸었다. 나중에 그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다. 거동조차 할
수 없었던 그가 두 발로 일어나 걸어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야곱에게 명령하고 계신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집(벧엘)을 향해 가라고! 에서를 피해 밧단아
람으로 도망할 때 처음 하나님을 만난 그곳으로 가라고! 그곳에 거하고, 그곳에 제단을 쌓으라고!
알다시피 세겜은 목초지가 풍부해서 유목민의 삶을 사는 야곱이 가축을 치기에 아주 적당한 곳이다. 세상적
으로 보면 너무도 살기 편한 곳이 바로 세겜이다.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랫동안 머물도록 계획
한 곳은 아니었다. 비록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행복이다. 야곱은 비록 잠시
동안이었지만 세상의 편안함을 원했다. 그러나 세겜은 그가 뿌리 내리고 살 곳이 아니었다. 하나님이 세겜에
서의 엄청난 사건을 수수방관하신 이유 중 하나는 그곳이 야곱이 거처로 삼을 곳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각자가 가진 소중한 것은 목숨을 걸고라도 지키고자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에서
멀리 떠나기를 두려워한다.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꽉 움켜쥐고 쉽게 놓지 않으려 한다. 누가 안락하고 편안한
아스팔트길을 벗어나 거친 자갈 밭을 운전해 가고 싶겠는가? 그러나 누구든 인생길에서 원치않는 장애물이
나 차단표시를 만나게 되고 그때는 할 수 없이 길을 돌아 험하고 거친 길로 가야할 때도 있다. 그 순간 절망감
으로 주저 앉아 떨고 있지만 말고 용기있게 일어나 좁은 길, 거친 길로 들어가 보자. 그때 우리는 그 길의 끝에
서 벧엘을 발견하게 되지 않겠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쿰(!)קום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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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벧엘에 서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35:2~7)
(2 절) 야곱이 그의 집에,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יתֹו וְ אֶׁ ל כָל־אֲשֶׁ ר עִ ֹ֑מֹו
ָ֔ ֵּ)וַיאמֶׁ ר ַיעֲקב אֶׁ ל־ב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라. ()הָ ִסרו אֶׁ ת־אֱֹלהֵּ י הַ ֵּנכָר אֲשֶׁ ר בְ תכְ ֶָׁ֔כם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라. ()וְ הִ טַ ה ֲָ֔רו
너희 의복을 바꿔 입어라. ()וְ הַ חֲלִ יפו ִש ְמֹלתֵּ יכֶׁם
(3 절)
우리가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자. (ית־אל
ֹ֑ ֵּ ֵּ)וְ נָקומָ ה וְ ַנ ֲעלֶׁה ב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וְ אֶׁ עֱשֶׁ ה־שָ ם ִמזְבֵּ חַ לָאֵּ ל
내가 고통받던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께), ()הָ ענֶׁה א ִתי בְ יֹום צָ ָר ָ֔ ִתי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וַיְ הִ י עִ מָ ִָ֔די בַ דֶׁ ֶׁרְך אֲשֶׁ ר הָ לָכְ ִתי
(4 절) 그들은 그들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들과 그들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었습니다.
(ֵּיהֹ֑ם
ֶׁ )וַיִ ְתנו אֶׁ ל־ ַיעֲקב אֵּ ת כָל־אֱֹלהֵּ י הַ ֵּנכָר אֲשֶׁ ר בְ י ָ֔ ָָדם וְ אֶׁ ת־הַ נְ ז ִָמים אֲשֶׁ ר בְ אָ ְזנ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ם־שכֶׁם
ְ ִ)וַיִ ְטמן אתָ ם ַיע ֲָ֔קב תַ חַ ת הָ אֵּ לָה אֲשֶׁ ר ע
(5 절) 그들이 길을 떠났습니다. ()וַיִ ָ ֹ֑סעו
그러나 그들 주변을 둘러싼 도시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공포가 있었습니다.
() וַיְ הִ י חִ תַ ת אֱֹלהִ ים עַל־הֶׁ ע ִָרים אֲשֶׁ ר ְסבִ יבתֵּ יהֶָׁ֔ ם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וְ לא ָר ְד ָ֔פו אַ ח ֲֵּרי בְ נֵּי ַיעֲקב
(6 절)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는 루스 (벧엘)에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ית־אל הוא וְ כָל־הָ עָם אֲשֶׁ ר־עִ מֹו
ֹ֑ ֵּ ֵּ) ַויָבא ַיעֲקב לוזָה אֲשֶׁ ר בְ אֶׁ ֶׁרץ כְ ַָ֔נעַן הִ וא ב
(7 절) 그는 그곳에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벧엘이라 불렀습니다.
(ית־אל
ֹ֑ ֵּ ֵּ)וַיִ בֶׁ ן שָ ם ִמז ָ֔ ְֵּבחַ וַיִ קְ ָרא לַמָ ָ֔קֹום אֵּ ל ב
왜냐하면 그가 그의 형 앞에서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להים בְ בָ ְרחֹו ִמפְ נֵּי אָ חִ יו
ִָ֔ )כִ י שָ ם נִ גְ לו אֵּ לָיו הָ א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일어나라! 가라! 거하라! 만들라! 는 명령을 들은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동안 잠시 잊고 살았던 그 하
나님이 다시 나타나 명령하셨다. 그 옛날, 형 에서를 피해 쫓기다시피 집을 떠나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도망자
신세였을 때도, 또 다시 외삼촌 라반에게 쫓겨 밧단아람을 떠날 때도,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
는 소식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도 그분은 어김없이 나타나셨다.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길을 잃고 헤매이는 그에게 갈 길을 제시해 주셨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단호하고 구
체적이었다. 야곱은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그리고 가족 모두를 불러 모았다. 그는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라. 너희 자신을 정결케 하라. 너희 의복을 바꿔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벧엘
로 올라가자. 내가 그곳에서 내가 고통받던 날에 내게 응답하신,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것이다. (창 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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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이 한 첫 번째 명령은 그들 안에 있는 이방신을 치우는 일이다. 이방신을 가진 채로 하나님의 집에 들어
갈 수는 없다. 그들은 지금까지 메소포타미아에서 살던 모습 그대로 살아왔다. 더러는 세겜 땅에서 합류한 사
람들도 있다. 야곱과 동행하고 있는 이들 중에는 리브가의 몸종 드보라도 있었다. 야곱은 이들이 남몰래 지니
고 있던 이방신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없애라고 명했다. 그 중에는 라헬이 라반에게서 훔쳐온 드라빔도 포함
된다. 야곱의 두 번째 명령은 정결케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기 전에 스스로를 거룩하고 정결
하게 하는 것은 예배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 자세다. 예배란 복잡한 종교 의식이나 예전이 아니다. 거룩하고 정
결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하나님의 존전에 설 수 있는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뿐이다. 거룩
과 정결이란 인간들이 만든 도덕적 규범을 온전히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의로 설 수 없다. 결국 옷을 갈아 입어야 한다. 인간이 만든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로 옷 입어야 한다. 그
런 의미에서 야곱이 한 세 번째 명령은 바로 옷을 갈아입는 것이다. 우리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가 준비한 옷으
로 갈아 입는 것이 벧엘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이 된다. 야곱은 지금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
에게 벧엘로 가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기 전에 갖춰야 할 전제 조건을 행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다.
야곱의 명령에 그들 모두는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이방신들과 그들이 귀에 달고 있던 모든 귀걸이를 다
빼서 야곱에게 내 놓았다. 그 중에는 평생 동안 섬겨온 신의 형상을 새긴 장신구도 있었고 자신과 가족들을 지
켜준다고 철석같이 믿었던 드라빔과 같은 신상도 있었을 것이다. 이들이 그 모든 것을 공개적으로 내어 놓았
다는 것은 더 이상 이방신에 의존하지 않고 여호와 한 분만 섬기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방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는 일이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우리들 안에도 하나님과 대적되는 우상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그게 재물이거나, 명예나 건강
이거나, 때론 힘과 권력일 수도 있다. 심지어는 자신이 이루어 놓은 종교적 업적까지 우상이 되기도 한다. 하
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그 외에 모든 것은 배설
물일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쌓아 놓은 모든 의는 배설물에 불과하다. 지금
야곱의 식솔들이 행하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신다. 우리 역시도 이들처럼 붙들고
있는 모든 우상들을 내어 놓으라고 말이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 외에 애지중지 붙들고 있는 것이 없는가?
야곱은 사람들에게서 모든 이방 신상들과 귀걸이 같은 장신구를 거두어서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
었다. 그런데 여기 나온 ‘세겜의 상수리 나무’라는 말이 참으로 귀에 익은 말이다. 그 옛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 가나안에 처음 도착한 곳이 바로 이곳 세겜 땅 상수리 나무가 있는 곳이었다 (창 12:6참조). 그곳에 하나
님이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았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처음 제단을 쌓았던 그곳이 이
제는 우상들의 무덤이 되었다. 그리고 그후 아브라함이 벧엘 동쪽, 정확히 말하면 벧엘과 아이 사이로 옮겨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지금 야곱도 할아버지의 인생 행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그도 하란을 떠나 세겜으로 왔고,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에 모든 이방의 우상들을 묻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이 명하신 벧엘을 향해 떠나려고 한다. 할아버지 때와 다른 게 있다면 아브라함은 불임인 아내를 데리고 홀홀
단신으로 벧엘로 왔던 것과 달리 야곱은 열 한 명의 아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끝냈다. 그는 일어나 자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길을 떠났다. 그들은 모든
우상을 제거했고, 몸을 정결하게 했으며, 의복도 갈아 입었다. 모든 불경건한 것들은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
래 묻어 버리고 하나님의 집 벧엘을 향해 길을 재촉했다. 그렇게 다시 유랑을 떠나는 야곱을 위해 하나님은
주위에 있는 모든 도시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 주었다. 야곱이 길을 가는 동안 그 어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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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야곱을 뒤쫓거나 해꼬지 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마침내 야곱은 벧엘에 도착했다. 그
는 벧엘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는 그곳을 엘벧엘이라 불렀다.
야곱이 세겜에서 벧엘로 왔다고 해서 그가 이제는 두 발 뻗고 잘 수 있을 정도로 상황이 나아졌다거나 혹은 세
겜보다 벧엘이 살기에 훨씬 좋은 곳이었을 거라 착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벧엘은 세겜과는 달리 땅이 협소하
고 물이나 목초지도 넉넉하지 못한 곳이다. 그 때문에 이전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다 결국은
두 사람이 헤어지게 된 곳이기도 하다. 사실 벧엘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 외에는 사실상 별반 좋은 게 없는
곳이다. 야곱은 수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었는데 그 땅은 그것들을 배불리 먹일 만한 충분한 목초지도 없
었고, 야곱과 그 가족들이 살기에도 적합한 곳이 아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세겜에서 벧엘로 옮기게
하셨다. 왜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하필이면 벧엘로 옮기 셨을까? 어쩌면 세상에서 누리는 안락함과
풍요함보다, 다소 불편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 아
니었을까? 당신은 무엇을 추구하는가? 세상의 풍요와 안락함이 좋아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를 때 오는 필연적
인 고통을 뒷전으로 미뤄 두고 싶은 건 아닌가? 세겜의 풍요를 쫓아가느라 벧엘의 없음을 애써 외면하는 건
아닌지 깊이 고민해 보기 바란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언제 벧엘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당신이 애써 놓지 못하던 삶의
우상들을 하나씩 내려 놓게 되는 걸 경험했습니까? 그 과정에서 당신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나요? 세상이
주는 풍요와 하나님 안에서의 풍요가 어떻게 다른가요? 당신은 그 사이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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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보라의 죽음과 리브가의 약속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35:8)
(8 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습니다. ()וַתָ מָ ת ְדב ָרה מֵּ ינֶׁקֶׁ ת ִרבְ קָָ֔ ה
그녀는 벧엘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묻혔습니다. ()ו ִַתקָ בֵּ ר ִמתַ חַ ת לְ בֵּ ית־אֵּ ל תַ חַ ת הָ אַ לֹ֑ ֹון
그는 그곳의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습니다. ()וַיִ קְ ָרא ְשמֹו אַ לֹון בָ כות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야곱 일행이 벧엘에 도착했다. 성경은 이야기의 흐름과 전혀 상관 없어 보이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불쑥 끼워
놓았다. 바로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그것이다. 뜬금없다 못해 생경스럽
게 느껴질 정도다. 창세기 35 장에는 세 명의 서로 다른 죽음이 기록되어 있다. 첫 번째 죽음에 대한 기록은 리
브가의 유모 드보라 이야기다. 다음으로 라헬의 죽음이 기록되고, 마지막에 이삭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 그
중에서 드보라의 죽음에 대한 기록이 생경스러운 이유는 정작 이삭의 아내이자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의 죽
음에 관해서는 아무 것도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참고로 리브가는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전혀 언급되
어 있지 않고 다만 그 매장지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이라고만 기록하고 있다 (창 49:31참조). 그렇다
면 우리는 이 뜬금없고 생경한 드보라의 죽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벧엘에서 생을 마감한 것을 보면 그가 야곱의 일행 중 한 명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그
렇다면 리브가와 함께 있어야 할 드보라가 언제부터 야곱 일행과 합류하게 되었을까? 드보라는 리브가의 유
모로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나홀의 성을 떠날 때 함께 한 사람이다 (창 24:59). 따라서 드보라는 거의
평생을 리브가와 함께 한 셈이다. 그런데 리브가의 둘째 아들 야곱이 이삭에게서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고 그
때문에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으로 떠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 때 리브가는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했다.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
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잃으랴” (창
27:43~45).
드보라 이야기는 그 동안의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주는 열쇠 역할을 한다. 분명 리브가는 야곱에게 형 에서의
화가 풀리면 사람을 보내겠다고 약속했다. 성경학자들은 리브가가 야곱과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드보라를
밧단아람으로 보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렇지 않고서야 드보라가 어떻게 야곱의 일행과 함께 할 수 있었겠
는가? 하지만 드보라가 정확히 언제 밧단아람으로 왔는지는 알 수 없다. 사실 그 시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리브가가 자신의 유모 드보라를 야곱이 있는 밧단아람으로 보냈다는 사실이 훨씬 더 중요하다. 야곱이 떠난
후 밖으로만 겉돌던 에서가 점점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을 것이다. 에서의 성격상 과거에 일어난 일에 오랫동
안 집착하는 타입이 아니다. 늘 그랬듯이 조금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과거의 일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리
브가가 보기에 야곱이 돌아와 에서 앞에 나타난다고 해도 더는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리브가
는 야곱과 약속한 대로 드보라를 급히 밧단아람으로 보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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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보라가 야곱을 찾아온 때는 야곱이 이미 라헬과 레아를 아내로 얻는 대가로 외삼촌 라반 집에서 땀흘려 일
하고 있을 때였으리라. 드보라는 그 기간을 야곱과 함께 하며 기다렸다. 야곱을 데리고 리브가 곁으로 가야했
기 때문이다. 14 년을 쉬지 않고 삼촌을 위해 종처럼 일한 야곱의 노동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몫을 벌기 위해 또 다시 6년을 더 봉사했다.
에서가 4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야곱에게 온 이유도 야곱을 해코지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마중하기
위해서였다. 에서가 야곱을 죽일 생각은 까맣게 잊은지 오래였으니까. 그렇기에 드보라의 죽음에 대한 기록
은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그 고생을 하는 동안 리브가가 얼마나 야곱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렸는지, 그리
고 에서가 어떻게 화가 풀렸는지를 알려주는 서사 장치라고 생각된다. 리브가는 사랑하는 아들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다. 야곱은 리브가의 곁을 떠났지만 리브가는 마음으로 야곱과 함께 했다. 성경은 리브가의 죽음 대
신 드보라의 죽음을 기록함으로써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과 자식에게 한 약속을 리브가가 지켰음을 간
접적으로 알려 주고 있다. 리브가가 언제 죽었는지,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어머니의 장례식을 어떻게 치루었
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침묵한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가 아들과 한 약속을 지켰다는 점이다.
드보라는 어찌 보면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런 드보라의 죽음을 통해 아들과 한 약속
을 끝까지 지키는 한 어머니의 애잔한 사랑을 발견한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이 오버
랩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과 그 이행에 관한 기록이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여 아담으로 인해 잃어
버린 낙원을 되돌려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려는 낙원은 옛날의 그 에덴이 아니라 새 하늘
과 새 땅이다. 하지만 인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진심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말씀을 피상적으로만 이
해했다. 그래서 피상적인 말씀에 얽매여 일생을 종노릇하며 살게된 것이다. 그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 오셨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다. 먼저 하나님은 인간
들을 구원하기 위해 아들을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땅으로 보내셨다. 인간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은 인
간들의 죄를 몸소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실조차 사람들이 받
아들이지 못하는데 더더욱 십자가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
들 대신 죗값을 치르심으로써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선포하셨
음을 상징한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음을 알려주는 은혜의 표지다.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끝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 주실 것이다. 그분이 우
리 하나님이시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당신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
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신 곁에서 당신을 돕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증거
가 아닐까요? 게다가 당신이 미처 깨닫지 못해도 당신 주위에는 당신에게 도움을 주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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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 되어 벧엘에 서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35:9~15)
(9 절) 그가 밧단아람에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 ַוי ֵָּרא אֱֹלהִ ים אֶׁ ל־ ַיעֲקב ָ֔עֹוד בְ באֹו ִמפַדַ ן א ָ ֲֹ֑רם וַיְ בָ ֶׁרְך אתֹו
(10 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 ר־לֹו אֱֹלהִ ים
너의 이름은 야곱이다. () ִש ְמָך ַיע ֲֹ֑קב
네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לא־יִ קָ ֵּרא ִש ְמָך עֹוד ַיעֲקב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될 것이다. ()כִ י ִאם־יִ ְש ָראֵּ ל יִ הְ יֶׁה ְש ָ֔ ֶׁמָך
그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불렀습니다. (ת־שמֹו יִ ְש ָראֵּ ל
ְ ֶׁ)וַיִ קְ ָרא א
(11 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 ר לֹו אֱֹלהִ ים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אֲנִ י אֵּ ל שַ דַ י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פְ ֵּרה ְור ָ֔ ֵּבה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גֹוי וקְ הַ ל ּגֹויִ ם יִ הְ יֶׁה ִמ ֶׁ ֹ֑מ ָך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ומלָכִ ים מֵּ ֲחלָצֶׁ יָך יֵּצֵּ או
ְ )
(12 절)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 וְ אֶׁ ת־הָ אָ ֶׁרץ אֲשֶׁ ר נָתַ ִתי לְ אַ בְ ָרהָ ם ולְ יִ צְ חָ ק לְ ָך אֶׁ ְתנֶׁ ֹ֑נָה
너를 따르는 네 자손들에게 그 땅을 줄 것이다. ()ולְ ז ְַרעֲָך אַ ֲח ֶׁריָך אֶׁ תֵּ ן אֶׁ ת־הָ אָ ֶׁרץ
(13 절)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ר־דבֶׁ ר ִאתֹו
ִ ֱֶֹׁלהים בַ מָ קֹום אֲש
ֹ֑ ִ ) ַו ַיעַל מֵּ ָעלָיו א
(14 절)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ר־דבֶׁ ר ִאתֹו מַ צֶׁ בֶׁ ת ָ ֹ֑אבֶׁ ן
ִ ֶׁ) ַויַצֵּ ב ַיעֲקב מַ צֵּ בָ ה בַ מָ קֹום אֲש
그는 그 위에 제물을 붓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 ַויַסֵּ ְך ָעלֶׁיהָ ֶָׁ֔נסֶׁ ְך וַיִ צק ָעלֶׁיהָ שָ מֶׁ ן
(15 절)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곳의 이름을 벧엘이라 불렀습니다.
()וַיִ קְ ָרא ַיעֲקב אֶׁ ת־שֵּ ם הַ מָ קֹום אֲשֶׁ ר ִדבֶׁ ר ִאתֹו שָ ם אֱֹלהִ ים בֵּ ית־אֵּ ל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세겜을 거쳐 드디어 벧엘로 돌아왔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셨다. 처음 벧엘
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하고 그에게 언약을 주신지 20년이 훌쩍 지난 시점이다. 다시 야곱에
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의 이름에 대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본명부터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다!” 그렇다. 그의 이름은 야곱이다. 야곱이란 이름이 무엇을 뜻인가? 뒷꿈치를 잡은 자, 남을 대신하는
자라는 뜻이다. 남의 것을 자기가 대신 차지하고자 평생을 바쳤던 그의 삶의 궤적이 그 이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다른 이름으로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신다.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된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다양한 뜻을 지니고 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겨룬 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로 알려져 있지만 단지 그런 뜻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왕자가 될 것이다’라는 의미도 있고,
‘하나님이 그를 지배할 것이다’라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원래 이스라엘은 야곱이 얍복강가에서 밤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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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과 씨름 하다가 마지막에 허벅지 골절상을 당하면서 얻은 이름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기어이 축복을 받
아내고야 말았으니 이스라엘이라 할 만하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보다는 ‘하나
님이 그를 지배할 것이다’라는 뜻이 더 마음에 와 닿는다. 전에는 야곱이 제 성질대로, 자기 꾀대로 살아왔지
만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대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리우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야곱은 더 이상 야곱으로 살아가지 않았다. 그리고 그
의 삶에서 속이는 모습은 더는 찾아 볼 수 없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제 하에 길들여지고 있는 이스라엘만 보
일 뿐이다.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자신의 꾀대로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비록 간발의 차이로 차남이 되는 불운
(?)을 겪기는 했지만 붉은 죽 한그릇으로 형에게서 장자권을 사실상 빼앗은 거나 다름없다. 게다가 그보다 더
확실하게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해 온갖 사기술은 다 동원한 야곱이다. 그뿐인가? 삼촌 라
반으로부터 양들과 염소들을 얻기 위해서도 그는 나름대로 온갖 방법을 썼고, 형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
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는 자기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갖은 꾀를 부렸다. 그런 그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만
났고 자기를 축복해 달라며 붙들고 늘어졌다. 그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다.
그런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난 후부터 그 삶이 바뀌었다. 그의 삶은 한 마디로 시련과 슬픔의
연속이었다. 무엇 하나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삶이 흘러가지 않았다. 세겜에서 고명 딸 디나가 가나안 사람
세겜에게 겁탈을 당하는 치욕적인 일이 일어났다. 그런 치욕스런 상황에서도 야곱은 아무말도 하지 못했고
결국 분노에 찬 아들들이 나서서 음모를 꾸며 세겜 사람 모두를 몰살시켰다. 벧엘로 와서는 어머니처럼 믿고
따랐던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을 맞이했다. 거기에다 얼마 뒤 그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베냐
민을 낳는 도중에 산고로 숨을 잃기까지 한다. 불행한 일은 한꺼번에 겹쳐 온다고 하지 않는가? 야곱이 딱 그
랬다. 라헬이 죽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맏아들 르우벤이 라헬의 몸종이자 자신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는 사건
이 발생한다. 그리고 아버지 이삭의 임종을 본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변을
당해 죽었다는 소식까지 듣게 된다. 그것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후의 삶이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부르신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음과 같이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신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민족과 여러 민족들이 너에게서 나올 것이다.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를 따르는 네 자손들에
게 그 땅을 줄 것이다.” (창 35:11~12).
‘엘 샤다이’ ( !)אֵּ ל שַ דַ י전능의 하나님이란 뜻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다. 인간의 능력
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자신을 ‘엘 샤다이’라고 부르신 것은 이번
이 처음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아흔 아홉일 때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엘 샤다이’
였다. 하나님은 말씀 한 마디로 아흔 살까지 아이 하나 낳지 못하고, 경수가 끊어져 임신할 가능성조차 완전히
사라진 사라의 태를 열어 임신하게 하셨다. 이제 그 하나님이 야곱을 향해 ‘아니() אֲנִי엘 샤다이! (’)אֵּ ל שַ דַ י라
고 말씀하신다. 세겜에 잠시 살다가 그곳 거민들이 두려워 도망쳐 나온 이스라엘을 오히려 그 땅의 주인이 되
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엘 샤다이! 라는 말을 들으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것이 기적이다. 인간들 능력으로는 불가능한 기
적을 그것도 자기들에게 행해 주기를 원한다. 복음서에 기록된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들에게도 베푸실 때 우
리는 그분을 전능의 하나님으로 생각한다. 많은 이들이 불치병을 고쳐 달라고 전능의 하나님께 매달린다. 말
기암을 뿌리 채 없애 달라고 매달리기도 한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러실
수 있다. 게다가 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가 그토록 힘들어 하는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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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하나 못고쳐 주시겠는가? 전능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이 결합되는 순간 기적은 현실이 된다. 그런데 그
런 일이 매번, 또는 자주 일어나는가? 전혀 그렇지 않다. 만일 전능의 하나님이 사랑으로 매번 기적을 베푸신
다면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병으로 고통받고 죽어 가겠는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은
전능의 능력을 발휘하지 않으시는가? 게다가 그러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개인적으로 ‘엘 샤다이’라는 말의 의미를 흔히들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로 해석하고 싶다. ‘아니 엘
샤다이!’라는 말이 야곱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 들린 것 같다. 야곱의 삶에서 그가 경험한 전능의 하나님은
인간의 모든 의지를 포기하게 만드시는 분이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야곱같이 비열한 방법으로 자기 꾀에
의지해 살아가는 사람을 훈련하시고 고치신다.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가면 그 야비한 야곱도 이스라엘이 된
다. 그 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지배 아래 들어가게 되면 누구나 엘 샤다이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다. 하
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의지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게 하셨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
여 준 전능의 능력은 바로 야곱으로 하여금 자신의 실존을 깨닫도록 하는 것이었다. 훗날 이집트로 건너간 야
곱이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한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가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받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바로가 야곱에게 “ 네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자 야곱은 이렇게 대답한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백삼십 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창 47:9).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결코 행복한 일도 아니
다. 하나님은 우리를 태평성대로 이끄시지 않는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험악한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께 전적
으로 의지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 전능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가? 그렇다면 하나님께 혹독한
훈련을 받을 각오를 해야 한다. 신앙은 핑크 빛 낭만이 아니라 치열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까? 그분을 만난 후 당신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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