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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헬의 죽음과 미그달 에델(주일)
오늘의 본문 (창 35:16~21)
(16 절) 그들이 벧엘에서 떠났습니다. ()וַיִּ ְסעּו ִּמבֵּ ית ֵ֔ ֵּאל
그들이 에브랏에 아직 도착하기 전,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을 때,
()וַיְ הִּ י־עֹוד כִּ בְ ַרת־הָ אָ ֶרץ לָבֹוא אֶ פְ ָ ָ֑רתָ ה
라헬은 아이를 낳는데, 그녀의 아이 낳는 고통이 심했습니다. ()וַתֵּ לֶד ָרחֵּ ל ו ְַתקַ ׁש בְ לִּ ְדתָ ּה
(17 절) 그녀의 아이 낳는 고통이 아주 심할 때, 산파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הִּ י בְ הַ קְ ׁשֹׁ תָ ּה בְ לִּ ְד ָ ָ֑תּה וַת ֹׁאמֶ ר לָּה הַ ְמ ַילֶדֶ ת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ל־ת ְיר ִֵּ֔אי
ִּ ַ)א
당신은 또 아들을 가졌습니다. ()כִּ י־גַם־זֶה לְָך בֵּ ן
(18 절) 그녀가 죽게 되어, 그녀의 영혼이 나가려 할 때, ()וַיְ הִּ י בְ צֵּ את נַפְ ׁשָ ּה כִּ י ֵ֔ ֵּמתָ ה
그녀는 그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습니다. (ן־אֹונָ֑י
ִּ
ֶ)ו ִַּתקְ ָרא ְׁשמֹו ב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습니다. ()וְ אָ בִּ יו קָ ָרא־לֹו בִּ נְ י ִָּמין
(19 절) 라헬은 죽었고, 그녀는 에브랏으로 가는 길, 베들레헴에 묻혔습니다.
() וַתָ מָ ת ָר ֵּחָ֑ל ו ִַּתקָ בֵּ ר בְ דֶ ֶרְך אֶ פְ ָ ֵ֔רתָ ה הִּ וא בֵּ ית לָחֶ ם
(20 절) 야곱은 그녀의 무덤에 기둥을 세웠습니다. () ַויַצֵּ ב ַיעֲקֹׁ ב מַ צֵּ בָ ה עַל־קְ ב ָֻר ָ ָ֑תּה
그것은 오늘날까지 라헬 무덤의 기둥(묘비)입니다. (ת־רחֵּ ל עַד־הַ יֹום
ָ )הִּ וא מַ צֶ בֶ ת קְ ב ַֻר
(21 절) 이스라엘이 길을 떠나 에델 탑을 지나 장막을 쳤습니다.
()וַיִּ סַ ע יִּ ְש ָר ֵּ ָ֑אל ַויֵּט אָ ה ֳֵ֔לה מֵּ הָ לְ אָ ה לְ ִּמגְ דַ ל־עֵּדֶ ר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야곱에게 더 큰 시련은 생각보다 빨리 왔다. 그가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생
을 달리하고 만 것이다. ‘엘 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은 이번에도 침묵하셨다. 야곱은 라헬이 또 다시 임
신한 게 너무도 기뻤을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라헬은 난산으로 인해 생명이 위태로워졌고, 결
국에는 산고로 인해 죽고 말았다. 라헬이 숨을 거둔 곳은 벧엘에서 에브랏()אֶ פְ ָ ָ֑רתָ ה을 향해 가던 노상
이었다. 에브랏은 베들레헴의 옛 이름이다. 에브랏을 바로 눈 앞에 둔 곳에서 라헬은 산통이 시작됐고
산파가 어찌해 볼 도리가 없을 정도로 산고가 매우 심했다. 마침내 라헬은 사내 아이를 낳았고 아이의
이름을 ‘베노니’(ן־אֹונָ֑י
ִּ
ֶ)ב라고 불렀다.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다. 산고가 얼마나 심했길래
이제 막 태어난 아들을 베노니(ן־אֹונָ֑י
ִּ
ֶ)ב라고 불렀겠는가? 하지만 야곱은 그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이
라는 뜻의 ‘벤야민’이라 고쳐 불렀다. 야곱은 라헬을 에브랏, 즉 베들레헴에 묻고는 그 무덤 위에 기둥
을 세워 그녀를 기념했다. 이렇게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얻는 대신 그토록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먼저
떠나 보내야 했다.
라헬의 장례를 치른 야곱은 ‘에델 탑’ (the Tower of Eder)을 지나 장막을 쳤다. 에델 탑은 히브리어로
‘미그달 에델’ () ִּמגְ דַ ל־עֵּדֶ ר인데 이는 ‘양 무리의 탑’이라는 뜻이다. 오늘날 이곳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베들레헴 근처 또는 베들레헴에 있는 어떤 곳이라 추정만 할 뿐이다. 그렇게 추정하는 근
거는 이 단어가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하는 미가서의 말씀에 또 다시 등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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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 양 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네게로 돌아오리라” (미 4:8).
‘양 떼의 망대’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미그달 에델’ () ִּמגְ דַ ל־עֵּדֶ ר이다. 미가서에는 메시야의 초림
에 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특히 5장에서는 메시야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
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미 5:2).
A.D. 70년 로마 제국의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훼파된다. 그 사건은 유대종파
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성전을 중심으로 부를 축적하며 살았던 사두개인들은 성전 훼파로 삶의 터전
을 잃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에센파들은 끝까지 로마에 항전하다가 거의 자멸하다시피 했
다. 오직 바리새파만이 그 명맥을 유지하며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하나님 말씀과 그 세부 지침을 일
목 요연하게 정리하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것이 미쉬나 (Mishna)다. 방대한 분량의 미쉬나는 3세기 중
엽에 완성되는데 바로 그 미쉬나에 ‘미그달 에델’ () ִּמגְ דַ ל־עֵּדֶ ר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다. 미쉬나의 기
록에 의하면 미그달 에델은 양떼의 탑, 양떼를 지키는 망대다. 그런데 이 망대는 모든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 제사로 드려질 양 떼를 지키는 목적으로 세워졌다. 특
별히 성전 제사에 드려질 양들은 이곳 미그달 에델에서 관리했는데, 우선 희생 제사에 쓰일 양들을 얻
기 위해 엄선된 암양을 미그달 에델에 데려와 새끼를 낳게 한다. 그리고 갓 태어난 어린 양들은 흠이
나지 않도록 특별 관리를 했고 성전 제사에 제물로 바쳐지기까지 미그달 에델에서 키웠다. 베들레헴
과 ‘미그달 에델’ 그리고 희생 제물로 바쳐지는 어린 양…뭔가 떠오르지 않는가?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테어나셨다. 알다시피 임신 중이던 마리아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명령에
따라 호적을 정리하기 위해 남편 요셉과 함께 베들레헴을 찾았다. 하지만 방이 없어 가축과 함께 기거
하도록 만든 일종의 장막에 거했는데 바로 거기서 예수님을 낳았다. 그때 구세주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다름 아닌 그 근처에서 양 떼를 치던 목동들이다. 밤
새도록 양 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찾아와 그들에게 구세주가 나신 사실을 알렸다.
누가복음에는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 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
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
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눅 2:8-12)
목자들은 천사들의 계시를 받고 놀라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으로 왔다. 그리고 강보에 싸여
구유(말구유가 아니라 양이나 염소의 여물통)에 누워 있는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 그들 눈엔 그 모습
이 마치 희생 제물로 드려질 갓태어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비춰졌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천사가 자신
들에게 한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전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
송하며 돌아갔다. 그들이 에델 망대에서 희생 제물이 될 양들을 지키는 특별한 목자들이었는지 아닌
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그날 밤, 예루살렘 성전에서 희생될 양들을 키우는 곳에서 희생 제물로 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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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 강보에 싸여 구유에 누인 예수님을 그곳 목자들이 보고 지킨 셈이니 이는 저자 누가의 기막힌 문
학적 장치가 아닌가 싶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 수록 묘한 매력이 있다. 야곱의 인생에 우연이란 없었다. 그가 장막을 친 곳마다
전부 역사가 되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같지만 사
실은 하나님이 그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삶이다. 그렇기에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당
신의 삶에서 결코 우연이란 없다.

묵상을 위한 질문
라헬과 베냐민을 통해 미그달 에델의 예수님을 미리 경험한 야곱의 삶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웁니까?
암양이란 뜻의 라헬이 미그달 에델에서 오른손의 아들을 낳는 것이 구속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당신에게는 미그달 에델에서 나신 어린 양 예수가 어떤 의미를 가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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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야곱의 시련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35:22~29)
(22 절) 이스라엘이 그 땅에 정착했을 때, 르우벤이 가서 아버지의 여종 빌하와 동침하였습니다.
(אּובן וַיִּ ְׁש ַַּ֕כב אֶ ת־בִּ לְ הָ ה פִּ י ֶלגֶׁש אָ ִּ ֵ֔ ָ֑ביו
ֵּ ֵ֔ )וַיְ הִּ י בִּ ְׁשכֹׁ ן יִּ ְש ָראֵּ ל בָ אָ ֶרץ הַ ִֵּ֔הוא ַו ֵּילְֶך ְר
이스라엘은 그것을 들었습니다. ()וַיִּ ְׁשמַ ע יִּ ְש ָר ֵּ ָ֑אל
야곱의 아들들은 열두 명이었습니다. ()וַיִּ הְ יּו בְ נֵּי־ ַיעֲקֹׁ ב ְׁשנֵּים עָשָ ר
(23 절)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בְ נֵּי ל ֵ֔ ֵָּאה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잇사갈, 스불론.
(יהּודה וְ יִּ שָ שכָר ּוזְבּולֻן
ָ ֵ֔ ִּאּובָ֑ן וְ ִּׁש ְמעֹון וְ לֵּוִּ י ו
ֵּ )בְ כֹור ַיעֲקֹׁ ב ְר
(24 절) 라헬의 아들들입니다: ()בְ נֵּי ָרחֵֵּ֔ ל
요셉, 베냐민. ()יֹוסֵּ ף ּובִּ נְ י ִָּמן
(25절)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입니다: ()ּובְ נֵּי בִּ לְ הָ ה ִּׁשפְ חַ ת ָרחֵֵּ֔ ל
단, 납달리. ()דָ ן וְ נַפְ תָ לִּ י
(26 절) 레아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입니다: ()ּובְ נֵּי זִּלְ פָה ִּׁשפְ חַ ת לֵּאָ ה
갓, 아셀. (ׁשר
ָ֑ ֵּ ָ)גָד וְ א
이들이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태어난 그의 아들들입니다.
()אֵּ לֶה בְ נֵּי ַיעֲקֵֹׁ֔ ב אֲׁשֶ ר יֻלַד־לֹו בְ פַדַ ן א ֲָרם
(27 절) 야곱이 기럇 아르바 마므레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갔습니다.
() ַו ָיב ֹׁא ַיעֲקֹׁ ב אֶ ל־יִּ צְ חָ ק אָ ִֵּ֔ביו מַ ְמ ֵּרא קִּ ְריַת הָ אַ ְר ַבָ֑ע
그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렀던 헤브론입니다. ()הִּ וא חֶ בְ ֵ֔רֹון אֲׁשֶ ר־גָר־ׁשָ ם אַ בְ ָרהָ ם וְ יִּ צְ חָ ק
(28 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였습니다. ()וַיִּ הְ יּו יְ מֵּ י יִּ צְ ָחָ֑ק ְמאַ ת ׁשָ נָה ּו ְׁשמֹׁ נִּ ים ׁשָ נָה
(29 절) 이삭은 늙어서 명을 다 채우고 마지막 숨을 쉬고 죽었고, 그의 사람들(조상)에게
돌아갔습니다. (ּושבַ ע י ִּ ָָ֑מים
ְ )וַיִּ גְ וַע יִּ צְ חָ ק ַויָמָ ת ַויֵּאָ סֶ ף אֶ ל־ע ֵ֔ ַָמיו זָקֵּ ן
그의 아들들, 에서와 야곱이 그의 장사를 지냈습니다. ()וַיִּ קְ בְ רּו אֹׁ ֵ֔תֹו עֵּשָ ו וְ ַיעֲקֹׁ ב בָ נָי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베들레헴 노상에서 뜻하지 않게 사랑하는 라헬을 잃은 야곱은 베들레헴에 라헬의 무덤을 만들고 그
곳에 장막을 치고 정착했다. 성경은 그떄부터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기록하고 있다.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온 야곱이지만 하루도 평탄한 날이 없었다. 라반의 추격을 피
하나 싶었더니, 이내 형 에서로 인해 두려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세겜에서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
는 치욕을 당했다. 게다가 그 일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에서 전대미문의 살육과 약탈을 저질렀
다. 야곱이 세겜에 장막을 치고 거하는 동안 그는 정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 땅을 샀다. 그는 세겜에 오
랫동안 머물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그는 황급히 그곳을 떠나야
했다. 그리고 벧엘에서 또 다시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로 부르
시면서 그를 축복해 주셨다. 이런 우여곡절을 거쳐 드디어 하나님께 축복을 받았으면 더 이상의 고통
은 없어야 하지 않는가?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산너머 산이라더니 더 큰 고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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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벧엘을 떠나 미그달 에델(베들레헴) 근처에서 그는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다. 막내 베냐민을
출산하는 도중에 산고가 깊어 그만 목숨을 잃고 만 것이다. 야곱은 이전보다 더한 고통을 겪었다. 이
번에도 그는 속수무책이었다. 딸 디나가 감내할 수 없는 치욕을 당했을 때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산
고로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 오직 미어지는 가슴을 부여 잡고
우는 것 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아마도 그런 순간에는 그런 말들이 무의미하고 공허한 울림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었으리라.
하지만 아직도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어쩌면 그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라헬이 죽은지 얼마 지
나지도 않았는데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이 라헬의 여종 빌하와 동침을 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 사실
을 알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자기 마음 한 구석에 담아 두었다. 그 일은 야곱에게 엄청난 상
처였고 평생 그 마음에 생채기를 남겼다. 르우벤이 저지른 이 사건은 단순히 간음을 한 정도가 아니다.
물론 이 일이 있고나서 훨씬 이후에 주어진 율법이긴 하지만 레위기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나온다.
“너는 네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네 아버지의 하체니라” (레 18:8).
이 말씀을 언급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르우벤이 저지른 일은 단지 아버지의 첩을 범한 것 이상의 훨
씬 더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그게 무엇일까? 다시 레위기 18장으로 돌아가 보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
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
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
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 18:1~6).
이 말씀 후에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가족간의 근친상간에 관한 것이다. 레위기는 이같은 근친상
간 문제가 가나안 사람이나 애굽 사람들의 풍속이라고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가장
금기시 해야 할 것이 바로 가나안 사람들이나 애굽 사람들의 가증한 풍습을 따르는 일이다. 르우벤은
가나안 사람들이나 하는 가증한 행위를 쫓았다. 결국 그는 그 일로 인해 장자로서의 모든 권한을 잃게
된다. 훗날 야곱은 임종을 앞두고 아들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르우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
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
에 올랐었도다” (창 49:3~4).
르우벤은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원한 인물이었다. 장자로서 손색이 없는 자질을 갖추었다는 말
이다. 그는 합리적이고 사려깊은 사람이었다.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동생들에 맞서 끝까지 반대를 했
던 사람이 르우벤이다. 그런 그가 자기 인생에 씻을 수 없는 결정적 실수를 저질렀다. 하나님의 택하
신 백성들이 절대로 따라해서는 안 될 가나안 땅의 가증한 풍습을 쫓아 한 순간의 끓어오르는 욕망을
주체하지 못했다. 그의 엄청난 실수는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멍들게 했고 그에게 천추의 한을 남겼다.
야곱의 고통은 계속해서 이어진다. 이번엔 아버지 이삭이 세상을 떠난다. 성경은 이삭이 “늙어서 명
을 다 채우고, 마지막 숨을 쉬고 죽어서, 그의 사람들(조상)에게 돌아갔다”고 기록하고 있다. 아버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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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그 곁을 떠나자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그 집안의 명실상부한 어른이 되었다. 창세
기 기록을 읽다보면 언약의 대상이 되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언약의 자손으로 빚어져 가는
게 그다지 기쁘고 즐거운 일은 아닌 듯싶다. 언약의 자손이 된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의지를 내려 놓
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뜻한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걸 의미한다. 선
악과를 따 먹은 아담으로 인해 모든 인간은 날 때부터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다. 그런 죄인이 거룩한 하
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되는 것이니 얼마나 힘이 들겠는가? 죄가 있는 인간은 그 마음에 결코 하나님
의 말씀을 담을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하다.
야곱도 이제 갓 훈련의 첫발을 뗐을 뿐이다. 야곱이 파도처럼 밀려오는 고통스런 훈련을 얼마나 감내
해 내야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설 수 있을까? 쉴새 없이 밀려 오는 거친 파도를 온 몸으로 묵묵히 맞
는 야곱의 삶을 보면서 당신은 무슨 생각이 드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삶에서 부딪히는 고난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습니까? 그 고난이 당신을 어떻게 바꾸어 갑
니까? 그 속에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해 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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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가 만든 우상 공동체(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36:1~5)
(1 절) 이것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입니다. ()וְ אֵּ לֶה תֹׁ לְ דֹות עֵּשָ ו הּוא אֱדֹום
(2 절) 에서는 가나안의 딸들 중에서 그의 아내들을 맞이했습니다: ()עֵּשָ ו לָקַ ח אֶ ת־נָׁשָ יו ִּמבְ נֹות כְ נָ ָ֑עַן
아다, 헷 족속 엘론의 딸. ()אֶ ת־עָדָ ה בַ ת־אֵּ ילֹון הַ חִּ ֵ֔ ִּתי
오홀리바마, 히위 족속 시브온 딸(손녀) 아나의 딸.
(ע ֵָ֔נה בַ ת־צִּ בְ עֹון הַ חִּ ּוִּ י
ֲ )וְ אֶ ת־אָ הֳלִּ יבָ מָ ה בַ ת־
(3 절)
바스맛, 이스마엘의 딸 느바욧의 누이. ()וְ אֶ ת־בָ ְשמַ ת בַ ת־יִּ ְׁשמָ עֵּאל אֲחֹות נְ בָ יֹות
(4 절) 아다가 에서에게 엘리바스를 낳았습니다. ()וַתֵּ לֶד עָדָ ה לְ עֵּשָ ו אֶ ת־אֱלִּ יפָ ָ֑ז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습니다. (ת־רעּואֵּ ל
ְ ֶ)ּובָ ְש ֵ֔ ַמת יָלְ דָ ה א
(5 절) 오홀리바는 여우스, 알람, 고람을 낳았습니다. () וְ אָ הֳלִּ יבָ מָ ה יָלְ ֵ֔ ָדה אֶ ת־יְ עּוׁש וְ אֶ ת־יַעְ לָם וְ אֶ ת־קָֹׁ֑ ַרח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에서에게 태어난 그의 아들들입니다.
()אֵּ לֶה בְ נֵּי עֵּשֵָ֔ ו אֲׁשֶ ר יֻלְ דּו־לֹו בְ אֶ ֶרץ כְ ָנעַן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야곱의 가족사를 다루던 성경은 잠시 야곱의 이야기를 접어두고, 대신 야곱의 형이자 평생의 라이벌
인 에서의 이야기를 다룬다. 에서와 그 후예들의 삶은 36 장 전체에 걸쳐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어떤
족보보다 그 내용이 상세하고 구체적이다. 뭐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 싶을 정
도다. 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단지 동생에게 장자권을 사기 당
하고 언약 백성에서 제외된 에서의 삶이 너무도 안타깝고 불쌍해서 그런 게 아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나아가 인류 구속사에서 에서의 후손들이 반드시 필요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 내내 그들은 야곱의 후
예와 얽히고 설키는 운명의 라이벌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가기 때문이다.
36 장의 첫 부분은 “이것은 에서 곧 에돔의 족보입니다”라고 시작한다. 여기서 족보는 히브리어로 ‘톨
레도트’인데 개략적인 가족 계보를 의미한다. 창세기에는 톨레도트라는 말이 열한 번 등장하는데 특
이한 것은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는데 이단어가 두 번 사용되었다 (36:1, 36:9). 톨레도트는 한 사람의 계
보를 적은 것이기도 하지만 이야기의 흐름을 일단락하고 다른 이야기로 넘어가는 기능도 하는 일종
의 문학적 장치인 셈이다. 창세기의 톨레도트 기록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 장 4절: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이후 인간의 창조를 상세하게 기록하기 위해 도입
5 장 1절: 아담의 후예(아담의 계보에서 가인의 후예는 제외됨)
6 장 9절: 노아의 후예
10 장 1절: 노아의 아들들의 후예
11 장 10절: 셈의 후예
11 장 27절: 데라의 후예
25 장 12절: 이스마엘의 후예
25 장 19절: 이삭의 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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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장 1절: 에서(에돔)의 후예
36 장 9절 : 에돔(에서)의 후예
37 장 2절: 야곱의 후예 (야곱의 삶)
이상의 톨레도트를 보면 구속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의 톨레도트가 없다는 걸 알 수 있다. 반드시 있
어야 할 이름이 빠져있다. 바로 아브라함이다. 창세기 저자가 고의로 누락한 것이 아니라면 톨레도트
그 차체로만 중요도를 가늠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든다. 왜냐하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의 톨레도트는 없는 대신 믿음의 반열에서 제외된 에서의 톨레도트는 두 번이나 반복되기 때문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창세기에서 언급하지 않은 아브라함의 계보가 신약 성경에 언급되고 있다는 점
이다. 마태복음 1 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시작된다. 아브라함
부터 시작된 족보가 예수님에게서 끝난다. 족보를 이야기하자면 끝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신화
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라고 권면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는 도리어 변
론을 유발하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딤전 1:4참조). 톨레도트 이야기는 이 정도로 하기로 하고 본격적
으로 에서의 후손들에 대해 살펴 보자.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의 뜻과는 상반된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았다. 에서의 아내가 된 가나안 여인
은 헷 족속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시브온의 딸인 아나의 딸 ‘오홀리바마’였다. 가나안 여인과
살던 에서는 야곱에게 축복권을 뺏기고 나서 홧김에 이스마엘에게로 가서 그의 딸이자 느바욧의 누
이인 바스맛을 아내로 취했다. 이런 에서의 행동은 부모에게 근심거리가 되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
라함은 이삭의 배필을 구하는 데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반드시 자신의 고향 친척 중에서 배필을 구
하라는 것이다. 이런 이브라함의 간곡한 뜻을 따라 구한 여인이 바로 이삭의 베필이요 에서와 야곱의
어머니인 리브가다. 그런 사실을 에서가 모를 리 없을텐데도 그는 부모의 뜻에 아랑곳하지 않고 제멋
대로 아내를 골랐다.
그렇다고 해서 지레 에서와 혼인한 이방 여인들의 행실이 부도덕하다거나 혹은 부모를 경시했을 거
라는 선입관을 가지는 건 금물이다. 그들이 더 극진히 남편을 섬기고 부모를 보살폈을 수도 있다. 다
시 말해 단지 그들의 그릇된 성품 때문에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했다기보다는 그들의 태생 자체가 문
제가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이다. 당시는 부계 사회였지만 유목민이라는 성격상 모계 사회나 다
름 없었다. 아버지는 아이를 낳는데 생물학적 기여만 할 뿐, 아이를 가르치고 키우는 일은 거의 어머
니가 도맡아 했다. 그러니 자연히 어머니의 세계관이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전수된다. 문제는 신앙관
이다. 가나안 여인들은 전통적으로 자신들이 믿는 신들이 따로 있었다. 각 부족이나 공동체별로 부르
는 신의 이름은 달랐지만 그 모두가 이 세상에서 풍요를 주는 신이라는 점에서는 별로 다를 게 없다.
가나안 토착민들이 믿는 신들 중 대표적인 것이 바알이다. 바알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 풍요를 관장하
는 신이다. 에서는 이런 여자들과 혼인함으로써 바알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당
연히 그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은 여호와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져 갔고, 마침내는 하나님의 약속과는
완전히 단절되게 되었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 그 중 하나가 기독교인들의 세계관이 변
질되고 있는 것이다. 번영 신학이라는 이름 하에 교회에 들어 온 자본주의적 세계관은 하나님에 대해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켰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물질, 명예, 권력 등으로 대체된지 오
래다. 그 결과 세상적인 가치관에 젖어 사는 세상 사람들과 하등 다를 게 없어졌다. 물론 누구나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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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살고 좋은 차를 몰고 다니며, 부를 누리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문
제는 그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전부로 변질시켜 버린 것이 문제다. 타고난 재능이 출중하거나,
혹은 부모로부터 유산을 많이 물려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도 잘 살아가는 게 세
상 이치다. 그런데 그런 세계관을 교회 안으로 끌고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시킨다면 그 공동
체는 더 이상 참된 교회가 아니다. 에서는 이삭의 장자요 아브라함의 장손이었지만 그 가정을 지탱하
는 힘은 하나님이 아니라 풍요를 주는 가나안의 신들이었다. 우리도 늘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아야
한다.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는지 깊이 생각해보기 바란다. 혹시라도 말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에서의 후예들이 아닌지 말이다.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당신은 십자가와 부활 외에 다른 것을 숭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의 신앙이 이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할 때는 없습니까? 그때 당신은 무엇을 따르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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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가 야곱의 곁을 떠나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36:6~8)
(6 절) 에서는 그의 아내들,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그리고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그의 가
축, 그의 모든 동물들,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그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וַיִּ קַ ח עֵּשָ ו אֶ ת־נָׁשָ יו וְ אֶ ת־בָ נָיו וְ אֶ ת־בְ נֹׁ תָ יו וְ אֶ ת־כָל־נַפְ ׁשֹות בֵּ יתֹו
(ת־מקְ נֵּהּו וְ אֶ ת־כָל־בְ הֶ ְמתֹו וְ אֵּ ת כָל־קִּ נְ יָנֵ֔ ֹו אֲׁשֶ ר ָרכַׁש בְ אֶ ֶרץ כְ נָ ָ֑עַן
ִּ ֶ)וְ א
그의 동생 야곱 앞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ל־א ֶרץ ִּמפְ נֵּי ַיעֲקֹׁ ב אָ חִּ יו
ֶ ֵ֔ ֶ) ַו ֵּילְֶך א
(7 절) 왜냐하면 그들의 소유가 함께 거주하기에는 너무 많았습니다. ()כִּ י־הָ יָה ְרכּוׁשָ ם ָרב ִּמשֶ בֶ ת יַחְ ָ ָ֑דו
그래서 그들의 가축 때문에, 그들이 거주하는 땅에 그들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גּוריהֶ ם לָשֵּ את אֹׁ ֵ֔ ָתם ִּמפְ נֵּי ִּמקְ נֵּיהֶ ם
ֵּ ) וְ ל ֹׁא יָכְ לָה אֶ ֶרץ ְמ
(8 절) 에서는 세일 산에서 살았습니다. () ַויֵּׁשֶ ב עֵּשָ ו בְ הַ ר שֵּ ֵ֔ ִּעיר
에서는 에돔입니다. ()עֵּשָ ו הּוא אֱדֹו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에서가 야곱의 곁을 떠났다. 그 결과 야곱은 약속의 땅에 남고 에서는 그 땅을 떠났다. 에서는 그의 아
내들, 아들과 딸들, 그리고 자기 수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떠났다. 물론 그에게
속한 가축, 동물들,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그가 모은 모든 재산을 다 가지고 말이다. 성경은 그들의 소
유가 너무 많아 함께 거주하기에 그 땅이 넉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에서와 야곱이 언제부터 함께 거주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알다시피 두 형제는 야곱이 밧단아람
에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서 도망하여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도중 얍복강 근처에서 만났다. 그때 에서
가 야곱에게 같이 세일로 가자고 했지만 야곱은 간곡하게 거절했다. 야곱의 생각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알고는 에서 혼자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세겜 근처 숙곳으로 갔다 (창 33:16). 이 당시에 에서는 세일
에 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야곱은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그에 대한 복수로 아들
들이 세겜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약탈하는 일을 겪게 된다. 야곱은 그곳을 떠나 벧엘을 거쳐 베들레렘
으로 온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랑하는 라헬을 잃었다. 마침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이 거주하고 있는 헤
브론으로 왔고 거기서 이삭의 임종을 맞게 된다. 야곱과 에서가 합류한 것은 아마도 이삭의 장례를 치
른 즈음으로 보인다 (창 35:29). 그들은 헤브론에서 얼마간 함께 거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그곳
은 두 사람이 함께 살기엔 비좁은 땅이었다. 목초지는 별로 없는데 야곱과 에서가 소유한 가축은 너무
도 많았기 때문이다. 결국 두 형제는 헤어지게 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되었다.
에서가 야곱을 떠난 사건은 단순히 재산 때문에 헤어지게 된 것 이상의 의미가 있다. 한 사람은 남고
다른 한 사람은 떠나는 사건은 창세기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 그 옛날 가인이 그랬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고 그 벌로 부모 곁을 떠나게 된다. 그 직후에 아벨을 대신하여 태어난 아들이 셋이다. 결
국 가인은 셋을 떠난 셈이다. 셋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았고, 가인은 자
신의 힘에 의지해 세상의 풍요를 따라 살았다. 또 다른 사건은 창세기 13 장에 나온다. 바로 롯이 아브
라함을 떠난 사건이다. 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불어난 재산 때문이라고 말
한다.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 얻은 재물로 인해 그들의 소유가 급격히 불어났고 급기야는 더 이상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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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며 가축을 키울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결국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과 고모라로 갔다. 세
일은 소돔과 고모라 부근으로 추정되는 사해 동남방 지역의 산지 지역이다. 에서는 야곱이 머물던 헤
브론 땅을 떠나 세일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만의 공동체를 만들어갔다.
에서가 야곱을 떠난 사건은 영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를 지닌다. 에서가 떠나기 전 야곱과 에서가 함께
헤브론에 거했다는 것은 야곱과 에서의 가족이 혼인으로 엮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에
서에게는 가나안 출신의 아내들 말고도 이스마엘의 딸도 아내로 두었다. 당시에는 근친 간의 결혼이
흔한 일이었기 때문에 야곱과 에서가 함께 거한다는 것은 에서와 야곱의 자식들이 결혼 관계로 엮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걸 뜻한다. 그런 위험을 없애는 방법은 서로 떼어 놓는 것 밖에는 없다. 하나님
은 이들을 다툼이 아니라 부의 축적을 통해 자연스럽게 헤어지도록 하셨다. 성경은 에서가 떠날 때 데
리고 가거나 가지고 나간 것들을 매우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에서는 그의 아내들,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그리고 그 집의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그의 가축, 그리
고 그의 모든 동물들을, 그리고 그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그의 모든 재산을 가지고, 그의 동생 야곱 앞
에서 떠나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창 36:6).
에서는 자신에게 속한 것은 전부 다 갖고 나갔고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았다. 이제 그곳엔 순수하
게 야곱의 것만 남았다. 에서와 야곱은 이렇게 해서 완전하게 구별되었고 야곱은 순수한 자신의 것을
지킬 수 있었다.
신앙에 있어서 ‘혼합’은 그 무엇보다 치명적이다. 종교 혼합주의라는 말이 있다. 특히나 이 말은 기독
교가 다른 종교나 세상 풍습과 혼합되는 것을 일컫는 용어다. 기독교가 다른 지역으로 전해질 때 이런
현상은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리고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
다. 기독교가 한국으로 들어올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많은 면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와 유교, 불교 문화가 혼재해 있는 양상을 보인다. 게다가 성경이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에
서 이스라엘이나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풍습이나 언어들이 생겨나고, 심지
어는 문법까지도 변형시켜 본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번역된 부분도 적지 않다. 물론 그런 과
정에서 혼합은 불가피하다. 기독교가 전파되던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들은 시대나 지역마다 존재하
는 특정한 문화나 의식에 대한 연구도 없었고 지식도 없었다.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제대
로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기술과 정보의 발달에 힘입어 지식을 공유하기가 매우 쉬워
졌다. 이제는 우리 신앙인들은 물론이고 특히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더욱 기독교 내에 혼
합돼 있는 잘못을 바로잡는데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기존의 한국 기독교에 뿌리 깊이 박힌 우리 고유
의 유교적 전통, 불교적 세계관, 토속 신앙들을 걷어내고 기독교의 순수성을 회복해야 한다. 뿐만 아
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단지 천국행 티켓 정도로만 치부되고 대신 세상적인 번영이 기독교
의 핵심 진리가 돼 버린 잘못도 바로 잡아야 한다. 에서와 결별한 야곱처럼 우리도 신앙 안에 혼재해
있는 에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떠나 보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유일한 길
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순순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당신이 믿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풍요입니까? 당신에게서 떠나 보낼 에서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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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의 논리로 무장한 에서의 후손들(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36:9~14)
(9 절) 이것은 세일 산 에돔의 아버지 에서의 족보입니다. ()וְ אֵּ לֶה תֹׁ לְ דֹות עֵּשָ ו אֲבִּ י א ֱָ֑דֹום בְ הַ ר שֵּ עִּ יר
(10 절) 이것은 에서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שו
ָ֑ ָ )אֵּ לֶה ְׁשמֹות בְ נֵּי־ע
엘리바스,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 (עּואל
ֵּ ַּ֕ )אֱלִּ יפַז בֶ ן־עָדָ ה אֵּ ׁשֶ ת עֵּשֵָ֔ ו ְר
르우엘,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 ()בֶ ן־בָ ְשמַ ת אֵּ ׁשֶ ת עֵּשָ ו
(11 절)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 오말, 스보, 가담, 그나스입니다.
(אֹומר צְ פֹו וְ גַעְ תָ ם ּוקְ נַז
ָ ֵ֔ )וַיִּ הְ יּו בְ נֵּי אֱלִּ יפָ ָ֑ז תֵּ ימָ ן
(12 절) 딤나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입니다. () וְ ִּת ְמנַע הָ יְ תָ ה פִּ י ֶלגֶׁש ֶלאֱלִּ יפַז בֶ ן־עֵּשֵָ֔ ו
그녀는 엘리바스에게 아말렉을 낳았습니다. ()וַתֵּ לֶד ֶלאֱלִּ יפַז אֶ ת־עֲמָ לֵּ ָ֑ק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들입니다. () ַּ֕ ֵּאלֶה בְ נֵּי עָדָ ה אֵּ ׁשֶ ת עֵּשָ ו
(13 절) 이들은 르우엘의 아들들입니다: (עּואל
ֵּ ֵ֔ )וְ אֵּ לֶה בְ נֵּי ְר
나핫, 세라, 삼마, 미사. (ּומזָ ָ֑ה
ִּ )נַחַ ת ָוז ֶַרח ׁשַ מָ 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들입니다. (ת עֵּשָ ו한ֶ)אֵּ לֶה הָ יֵ֔ ּו בְ נֵּי בָ ְשמַ ת אֵּ ׁש
(14 절) 이들은 시브온의 딸(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입니다:
(ֵּשו
ָ֑ ָ ) וְ אֵּ לֶה הָ יּו בְ נֵּי אָ הֳלִּ יבָ מָ ה בַ ת־ ֲענָה בַ ת־צִּ בְ עֹון אֵּ ׁשֶ ת ע
그녀는 에서에게 여우스, 얄람, 고라를 낳았습니다. () וַתֵּ לֶד לְ עֵּשֵָ֔ ו אֶ ת־יְ עּוׁש וְ אֶ ת־יַעְ לָם וְ אֶ ת־קֹׁ ַרח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에서의 후손에 대해 기록한 두 번째 톨레도트다. 두번째 톨레도트는 9절에서 43절까지 비교적 길고
상세하게 적고 있다. 그런데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톨레도트를 살펴보면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그들을 소개하는 단어가 뒤로 갈수록 점점 달라진다는 점이다. 처음에는 에서의 후손들을 ‘아들’
이라는 단어로 설명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족장’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뒤로 가면 ‘왕’이라는 단어
가 등장한다. 에서의 후손들은 세상 권력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왕의 위치에까지 올랐던 자들이었음
을 말해주고 있다.
에서의 아들들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름이 엘리바스다. 엘리바스는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뜻이
다. 엘리바스는 에서의 아내 아다가 낳은 아들이다. 엘리바스도 그렇고 아다도 그렇고 그 이름이 낯설
지가 않다. 우선 엘리바스는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 중 한 명과 그 이름과 같다. 물론 욥기에 등장
하는 엘리바스와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가 동일 인물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하나님은 강하시다’라는
이름의 엘리바스는 어떤 세계관을 가진 사람이었을까? 여기서 욥의 친구 엘리바스의 입을 빌어 하나
님을 강한 분으로 여기는 사람들의 특징을 한번 찾아 보는 것도 흥미로운 일이라 생각된다. 공교롭게
도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데만 사람인데 데만은 에서의 손자이자 엘리바스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에
서의 아들 엘리바스와 욥의 친구 엘리바스는 비록 동일인은 아니지만 둘 다 에서의 후예로 볼 수 있다.
욥의 친구 데만 사람 엘리바스는 10 명의 자녀와 모든 재산을 하루 아침에 잃고 온갖 피부병으로 몸이
엉망진창이 되어 고생하는 욥에게 찾아와 처음으로 어떤 말을 했을까? 욥기 3 장을 읽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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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누가 네게 말하면 네가 염증이 나겠느냐 날지라도 누가 참고 말 하지 아니하겠느냐 3 전에 네가 여러
사람을 교훈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면 강하게 하였고 4 넘어져 가는 자를 말로 붙들어 주었고 무릎이
약한 자를 강하게 하였거늘 5 이제 이 일이 네게 임하매 네가 답답하여 하고 이 일이 네게 당하매 네가
놀라는구나 6 네 의뢰가 경외함에 있지 아니하냐 네 소망이 네 행위를 완전히 함에 있지 아니하냐 7 생
각하여 보라 죄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8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
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9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욥
4:2-9).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처음으로 한 말이 무척 흥미롭다. 엘리바스는 모든 것을 힘의 논리로 설명한다.
욥이 예전에 다른 사람들을 교훈하고 침륜에 빠진 사람들을 강하게 해 주었다고 말한다. 그런데 지금
은 도리어 욥 자신이 침륜에 빠져 휘청거리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
라고 권면한다. 모든 것을 힘의 논리로만 보는 엘리바스의 세계관은 오늘날 인간들의 생각과 다를 바
없다. 요즈음 많은 지도자들이 하는 말을 잘 들어 보면 대부분이 힘을 바탕으로 한 그릇된 논리가 대
부분이다. 억울하면 출세하고, 당하지 않으려면 힘을 갖추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그것이 세상의 논리
다. 하지만 예수님이 가르치신 논리는 그와는 정반대다. 오른쪽 빰을 맞으면 왼쪽 뺨까지 대어주라는
게 복음의 핵심이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을 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아니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더 옳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교묘한 방식으로 스스로의 행동들을 합리화
하려 한다. 왜 힘을 가지려 하는가? 라는 질문에 남을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꾸로 남에게 공격
당하지 않으려고 그런다고 답한다. 이와 비슷한 논리로 기독교인들도 세상의 중심에 서야한다고 설
파하는 분도 있다. 부자가 되고 높은 권력에 올라 명예를 얻으면 그 자체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있는 거라고 말하기도 한다. 참으로 답답하기 그지 없다. 이러한 논리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
까지 사회 계층의 서열화를 당연시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 쉽다. 고교 학력의 소유자보다는 박
사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평범한 사람들보다는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가 더 많은 권력이나 명예
를 얻기 쉬우니 최선을 다해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세상 논리와 무엇이 다른가? 지금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는 것이 딱 그런 논리다.
엘리바스의 어머니인 아다라는 이름도 낮설지 않다. 그녀의 이름은 창세기 4장에 등장하는 라멕의
아내 이름과 동일하다. 라멕은 강한 자, 파괴자라는 뜻으로 가인의 후예다. 그는 그 이름대로 살인도
서슴지 않은 데다가 성경에서 처음으로 두 아내를 거느린 자로 등장한다. 그리고 그 아내 중 하나가 아
다다. 그녀는 아들 둘을 낳았는데 야발과 유발이 그들이다. 야발은 목축업자가 되었고, 유발은 음악의
시조가 되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 문화 컨텐츠를 만들어낸 원조가 된다.
에서의 아들들을 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관은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또
다시 확인하게 된다. 다다익선 (多多益善)이라고 이왕이면 재산은 많을수록 좋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는 돈이 곧 권력이니 어떻게 해서든 돈을 벌고 권력의 정점에 오르려 한다. 그리고 그것으로 세상 사
람들을 평가하여 계층화하고 차별화 하려 한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오늘날은 좀더 교묘하고 광범위
하게 그런 일이 행해진다는 점이다. 그리스도인이란 이 세상의 세계관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는 사람
들이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모든 걸 새롭게 보는 사람이다.
사도 바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해 가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
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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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대란 당시의 일반적인 가치관을 말한다. 사도 바울이 살던 당시는 로마 제국이 통치하던 시대다.
신분과 권력, 그리고 재력이 모든 것의 잣대가 되는 시대였다. 주인과 종, 가진 자와 못가진 자, 지배자
와 피지배자로 나뉘어 계층간의 이동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였다. 이런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한다. 여기서 마음으로 번역된 단어는 세계관을 의미하는 ‘누우
스’(νοῦς)다. 누우스는 인간의 생각, 가치관, 삶의 철학을 뜻하는 단어다. 세상이 갖고 있는 그런 가치관
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변화해 가라는 말이다. 가치관이 바뀌면 삶은 자연히
바뀌게 되어 있다. 가치관은 그대로인 채로 생활 습관만 조금 바꾼다고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은 아니다. 부나 권력, 명예 대한 가치관을 송두리째 바꾸어야 한다. 예수님은 속옷 한 장 걸치지 않고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으셨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에서의 후예
들처럼 족장이 되고 왕이 되어 세상에 이름을 내고 싶어 안달인가? 아니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처럼 세
상 사람들에게 참된 생명을 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려 놓기 원하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무엇을 위해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분별하는 훈련을 해 가고 있나요? 당신의 가치관은 이전과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삶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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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에서 족장으로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36:15~30
ֵּשו( (15 절) 이들은 에서의 아들들의 족장입니다.
)אֵּ לֶה אַ לּופֵּי בְ נֵּי־ע ָ ָ֑
)בְ נֵּי אֱלִּ יפַז בְ כֹור עֵּשֵָ֔ ו( 에서의 맏아들 엘리바스의 자손들:
데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
אֹומר אַ לּוף צְ פֹו אַ לּוף קְ נַז(
)אַ לּוף תֵּ ימָ ן אַ לּוף ֵ֔ ָ
)(16 절
)אַ לּוף־קֹׁ ַרח אַ לּוף גַעְ תָ ם אַ לּוף עֲמָ לֵּ ָ֑ק(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
)אֵּ לֶה אַ לּופֵּי אֱלִּ יפַז בְ אֶ ֶרץ אֱ דֵ֔ ֹום(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입니다.
)אֵּ לֶה בְ נֵּי עָדָ ה( 이들은 아다의 아들들입니다.
)וְ אֵּ לֶה בְ נֵּי ְרעּואֵּ ל בֶ ן־עֵּשֵָ֔ ו( (17 절) 이들은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들입니다:
)אַ לּוף נַחַ ת אַ לּוף ֵֶ֔ז ַרח אַ לּוף ׁשַ מָ ה אַ לּוף ִּמזָ ָ֑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
)אֵּ לֶה אַ לּופֵּי ְרעּואֵּ ל בְ אֶ ֶרץ אֱדֵ֔ ֹום(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의 족장들입니다.
) ַּ֕ ֵּאלֶה בְ נֵּי בָ ְשמַ ת אֵּ ׁשֶ ת עֵּשָ ו(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들입니다.
)וְ אֵּ לֶה בְ נֵּי אָ הֳלִּ יבָ מָ ה אֵּ ׁשֶ ת עֵּשֵָ֔ ו( (18 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자손들입니다:
)אַ לּוף יְ עּוׁש אַ לּוף יַעְ לָם אַ לּוף קָֹׁ֑ ַרח(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
이들은 아나의 딸이자 에서의 아내인 오홀리바마의 족장들입니다.
ענָה אֵּ ׁשֶ ת עֵּשָ ו(
)אֵּ לֶה אַ לּופֵּי אָ הֳלִּ יבָ מָ ה בַ ת־ ֲ
)אֵּ לֶה בְ נֵּי־עֵּשָ ו( (19 절) 이들은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וְ אֵּ לֶה אַ לּופֵּיהֶ ם הּוא אֱדֹום( 이들은 그들(에돔)의 족장들입니다.
)אֵּ לֶה בְ נֵּי־שֵּ עִּ יר הַ חֹׁ ִּ ֵ֔רי יֹׁ ְׁשבֵּ י הָ ָ ָ֑א ֶרץ( (20 절) 이들은 그 땅에 거주하는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입니다:
ענָה( 로단, 소발, 시브온, 아나,
)לֹוטָ ן וְ ׁשֹובָ ל וְ צִּ בְ עֹון ַו ֲ
יׁשן( (21 절) 디손, 에셀, 디산
)וְ ִּדׁשֹון וְ אֵּ צֶ ר וְ ִּד ָ ָ֑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아들들, 호리 족속의 족장들입니다.
)אֵּ לֶה אַ לּופֵּי הַ חֹׁ ִּרי בְ נֵּי שֵּ עִּ יר בְ אֶ ֶרץ אֱדֹום(
ימם( (22 절) 로단의 아들들은 호리와 헤맘입니다.
)וַיִּ הְ יּו בְ נֵּי־לֹוטָ ן חֹׁ ִּרי וְ הֵּ ָ ָ֑
) ַואֲחֹות לֹוטָ ן ִּת ְמנָע( 로단의 누이는 딤나입니다.
ׁשֹובל( (23 절) 이들은 소발의 아들들입니다:
)וְ אֵּ לֶה בְ נֵּי ֵ֔ ָ
יבָ֑ל ְׁשפֹו וְ אֹונָם( 알완, 마나핫, 에발, 스보, 오남
)עַלְ וָן ּומָ נַחַ ת וְ ֵּע ָ
)וְ אֵּ לֶה בְ נֵּי־צִּ בְ עֹון( (24 절) 이들은 시브온의 아들들입니다:
)וְ אַ יָה ַועֲנָ ָ֑ה( 아야, 아나
ענָה אֲׁשֶ ר מָ צָ א אֶ ת־הַ י ִֵּּמם בַ ִּמ ְד ֵ֔ ָבר( 그는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한 아나입니다.
)הּוא ֲ
)בִּ ְרעֹׁ תֹו אֶ ת־הַ חֲמֹׁ ִּרים לְ צִּ בְ עֹון אָ בִּ יו( 그의 아버지 시브온이 당나귀를 치고 있을 때,
ענָה( (25 절) 이들은 아나의 자녀들입니다:
)וְ אֵּ לֶה בְ נֵּי־ ֲ
ענָה( )디손, 오홀리바마 (아나의 딸
) ִּדׁשָֹׁ֑ ן וְ אָ הֳלִּ יבָ מָ ה בַ ת־ ֲ
יׁשן( (26 절) 이들은 디손의 아들들입니다:
)וְ אֵּ לֶה בְ נֵּי ִּד ָ ָ֑
)חֶ ְמדָ ן וְ אֶ ְׁשבָ ן וְ יִּ ְת ָרן ּוכְ ָרן( 헴단, 에스반, 이드란, 그란
ֵּי־אצֶ ר( (27 절) 이들은 에셀의 아들들입니다:
)אֵּ לֶה בְ 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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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한, 사아완, 아간 (עוָן ַועֲקָ ן
ֲ )בִּ לְ הָ ן וְ ַז
(28 절) 이들은 디산의 아들들입니다: (ֵּי־דיׁשָ ן
ִּ )אֵּ לֶה בְ נ
우스, 아란 ()עּוץ ַוא ֲָרן
(29 절) 이들은 호리 족속의 족장들입니다: ()אֵּ לֶה אַ לּופֵּי הַ חֹׁ ִּ ָ֑רי
도란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ענָה
ֲ ׁשֹובל אַ לּוף צִּ בְ עֹון אַ לּוף
ָ ֵ֔ )אַ לּוף לֹוטָ ן אַ לּוף
(30 절)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 (יׁשן
ָ֑ ָ )אַ לּוף ִּדׁשֹׁ ן אַ לּוף אֵּ צֶ ר אַ לּוף ִּד
이들은 세일 땅에 있는 부족에 따른, 호리 족속의 족장들입니다.
()אֵּ לֶה אַ לּופֵּי הַ חֹׁ ִּרי לְ אַ ֻלפֵּיהֶ ם בְ אֶ ֶרץ שֵּ עִּ יר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기록은 성경에 기록된 다른 톨레도트와는 확실히 차별된다. 사람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으면서 그 뒤에는 신분을 나타내는 단어를 계속 덧붙이고 있다. 아들에서 족장으로 족장에
서 왕으로 단어가 바뀐다. 단순한 아들이 다음 세대로 내려가면 족장이 되고, 그 뒤에는 왕이 된다. 족장
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36장 한 장에만 무려 43번이나 등장한다. 공교롭게도 창세기 36장이 43 절로 구
성되어 있으니 족장이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족장은 히브리어로
‘알루프’()אַ לּוף다. 한 씨족의 우두머리라는 의미다. 이 말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세력을 키워갔는지를 보여준다. 그들이 씨족 공동체를 이루는데 불과 두 세대가 지나지 않았다. 창세기
36 장에는 42개의 족장 이름이 등장한다. 결국 에서의 후손은 42개의 씨족으로 확산되어 팔레스틴 땅
주변에 흩어져 살게 되었다.
족장은 씨족 공동체의 우두머리다. 씨족 공동체는 한 조상을 중심으로 형성된 혈연 공동체다. 한 사람을
우두머리로 직계 방계 후손들이 한 곳에 모여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산다. 에서는 그의 손자 대에서
무려 마흔 둘이라는 씨족 공동체가 형성될 정도로 번성해갔다.
한편, 에서의 후손들이 세일산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가는 동안 야곱과 그의 후손들은 어떠한 삶
을 살아갔는지 살펴보도록 하자. 창세기 37장부터는 야곱과 열두 아들들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족장으
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알루프’다. 특이하게도 이 단어가 족장이라는 의미로 쓰인 것은 오직 에서의 후
손들에게만이다. 흔히 우리들은 창세기를 족장 시대라고 말한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족장이라
고 하고 심지어는 요셉까지도 족장이라 부르기도 한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알루프’라는 단어를 사용한 적이 없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떠한 세상 권력도 부여한 적이
없다. 게다가 왕같은 강력한 통치자가 되라고 말한 적도 없다.
야곱도 이미 열둘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다른 아들들의 질투심 때
문에 이집트로 팔려갔고, 그곳에서도 모함을 받아 옥살이도 했다.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한편, 야곱의 후손들이 칠십 명으로 늘어났을 때 야곱이 사는 동네에 기근
이 닥쳤다. 그 일로 나중에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다. 그리고 요셉의 간곡한 권유로 야곱은 헤브론 땅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갔다. 이집트에서 야곱의 후손
들은 잠시 동안 평탄하게 살다가 이내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그리고 400 년이 넘는 시간을 노예로 고통
받으며 살았다. 노예의 삶에 무슨 ‘알루프’(족장)라는 수식어가 필요하겠는가? 에서가 세상에서 세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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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혀 가며 수많은 알루프들을 만들어 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고통스런 삶
을 살아야 했다.
만약 야곱의 후손들도 노예 생활이 아니라 에서의 후손들처럼 편안한 삶을 살았다면 그들에게도 ‘알루
프’가 생겨났을 것이다. 라이벌이라 할 수 있는 에서의 후손들이 세상에서 그들의 세력을 확장해 나가
는 동안 왜 하나님이 택하신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에서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을까? 성경은 가혹하게
도 그 이유를 하나님의 주권으로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그들을 선택하셨고 그
들을 통해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고 구원의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구원이란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구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몸소 부딪혀 체험해야 하는 실제적인 것이다. 구원 받았다는 것은 먼저 노예의 삶이 있었다는 걸 전제로
한다. 많은 사람들은 술이나 담배를 끊게 되는 걸 구원에 빗대기도 하는데 사실 그것은 적절한 비유가
아니다. 구원은 본인이 좋아하고 즐기던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수렁에서 빠져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마침내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맛보고 누리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구원하
실 수 있다. 그런 구원의 참된 의미를 설명해 주기 위해 그들은 400년을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해야 했
다. 만약 그들에게 그런 고통스런 노예의 삶이 없었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써만 구원받게 되는 것
도, 출애굽 과정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체험하지 못했을 것이다. 게다가 노예에서 해방되는 진정
한 기쁨을 누릴 수도 없었다. 만약 그들에게 노예의 삶이 없었다면, 그들은 세상 가치에 따라 에서의 후
손들처럼 엘루프가 되어 이 땅에서 세력을 확장해 가는 것을 삶의 전부로 여겼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은 그저 자신들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 꼭 필요한 도우미 정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나 세상적일 수 밖에 없다. 세상적이라는 말은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또는 동성애나 난잡한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적이라는 말은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어 세상
사람들 위에 군림하며 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총칭하는 말이다. 물론 그리스도인이이라고 해서 늘
다른 이들에게 굽신대며 천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며, 설령 그런 위치에 오른다 해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하나
님보다 더 가치있게 여기지도 않는 자들이라는 말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을 부
어주시는 분이지 우리가 원하는 세상적 성취나 도와주는 그런 분이 아니다.
야곱의 후손들이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에서의 후손들은 마흔 두명의 ‘알루프’들을 만들어
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은 고난 속으로 몰아가는 대신 그가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신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다.
그렇기에 한 번쯤 자신의 가치관을 돌아보아야 한다. 정말 에서의 후손처럼 우두머리가 되고자 하지는
않는지…자신의 생각을 깊이 들여다보면 자신이 누구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당신 삶에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후손들이 살았던 삶의 궤적을 발견해 갈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웁니까? 그 과정에서 당신은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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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로부터 나온 왕들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36:31~43)
(31 절)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 전에 에돔 땅에서 다스리던 왕들입니다.
() וְ אֵּ לֶה הַ ְמל ֵ֔ ִָּכים אֲׁשֶ ר מָ לְ כּו בְ אֶ ֶרץ א ֱָ֑דֹום לִּ פְ נֵּי ְמלְָך־מֶ לְֶך לִּ בְ נֵּי יִּ ְש ָראֵּ ל
(32 절) 브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וַיִּ ְמלְך בֶ אֱדֵ֔ ֹום בֶ לַע בֶ ן־בְ עָ֑ ֹור
그 도시의 이름은 딘하바입니다. ()וְ ׁשֵּ ם עִּ ירֹו ִּדנְ הָ בָ ה
(33 절)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 ַויָמָ ת ָ ָ֑בלַע וַיִּ ְמלְך תַ חְ ֵ֔ ָתיו יֹובָ ב בֶ ן־ז ֶַרח ִּמבָ צְ ָרה
(34 절) 요밥이 죽고, 데만 족속 땅의 후삼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יֹובָ֑ב וַיִּ ְמלְך תַ חְ ֵ֔ ָתיו חֻׁשָ ם מֵּ אֶ ֶרץ הַ תֵּ ימָ נִּ י
ָ ) ַויָמָ ת
(35 절)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모압 땅에서 미디안 족속을 공격했던 하닷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מֹואב
ָ ֵ֔ ת־מ ְדיָן בִּ ְשדֵּ ה
ִּ ֶֻׁשם וַיִּ ְמלְך תַ חְ תָ יו הֲדַ ד בֶ ן־בְ דַ ד הַ מַ כֶה א
ָ֑ ָ ) ַויָמָ ת ח
그 도시의 이름은 아윗입니다. ()וְ ׁשֵּ ם עִּ ירֹו עֲוִּ ית
(36 절)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 ַויָמָ ת ה ָ ֲָ֑דד וַיִּ ְמלְך תַ חְ ֵ֔ ָתיו שַ ְמלָה ִּממַ ְש ֵּרקָ ה
(37 절) 삼라가 죽고, 유프라테스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 ַויָמָ ת שַ ְמלָ ָ֑ה וַיִּ ְמלְך תַ חְ ֵ֔ ָתיו ׁשָ אּול מֵּ ְרחֹׁ בֹות הַ נָהָ ר
(38 절)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 ַויָמָ ת ׁשָ ָ֑אּול וַיִּ ְמלְך תַ חְ ֵ֔ ָתיו בַ עַל חָ נָן בֶ ן־עַכְ בֹור
(39 절)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습니다.
() ַויָמָ ת בַ עַל חָ נָן בֶ ן־עַכְ בֹור וַיִּ ְמלְך תַ חְ תָ יו ה ֵ֔ ֲַדר
그 도시의 이름은 바우입니다. ()וְ ׁשֵּ ם עִּ ירֹו פָ ָ֑עּו
그의 아내의 이름은 므헤다벨, 마드렛의 딸, 메사합의 딸(손녀)입니다.
() וְ ׁשֵּ ם ִּא ְׁשתֹו ְמהֵּ יטַ בְ אֵּ ל בַ ת־מַ ְט ֵּ ֵ֔רד בַ ת מֵּ י זָהָ ב
(40 절) 이들은 그들의 부족, 거처, 이름에 따른, 에서로부터 나온 족장들의 이름들입니다:
(מֹׁתם
ָ֑ ָ ) וְ אֵּ לֶה ְׁשמֹות אַ לּופֵּי עֵּשָ ו לְ ִּמ ְׁשפְ חֹׁ ֵ֔ ָתם לִּ ְמקֹׁ מֹׁ תָ ם בִּ ְׁש
딤나 족장, 알와 족장, 여뎃 족장, ()אַ לּוף ִּת ְמנָע אַ לּוף עַלְ וָה אַ לּוף יְ תֵּ ת
(41 절)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אַ לּוף אָ הֳלִּ יבָ מָ ה אַ לּוף אֵּ לָה אַ לּוף פִּ ינֹׁ ן
(42 절)
그나스 족장, 데만 족장, 밉살 족장, ()אַ לּוף קְ נַז אַ לּוף תֵּ ימָ ן אַ לּוף ִּמבְ צָ ר
(43 절)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 (ירם
ָ֑ ָ ִּ)אַ לּוף מַ גְ ִּדיאֵּ ל אַ לּוף ע
이들은 그들이 소유한 땅 안에서 그들의 거처를 따른 에돔의 족장들입니다.
()אֵּ לֶה אַ לּופֵּי אֱדֹום לְ מֹׁ ְׁשבֹׁתָ ם בְ אֶ ֶרץ ֲא ֻחז ֵ֔ ָָתם
그것은 (에돔은) 에서, 에돔의 아버지였습니다. ()הּוא עֵּשָ ו אֲבִּ י אֱדֹו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에서의 톨레도트는 읽기에도 숨 가쁠 정도로 방대하고 전개가 빠르다. 에서의 아들들에 대한 기록인
가 싶으면 어느새 다음 세대로 내려가며 족장들이 등장한다. 그러다가 족장들은 사라지고 왕의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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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바뀐다. 아들이 족장이되고 족장이 왕이 된다. 왕은 인간 사회의 최고 권력자다. 천하에서 왕 위
에 군림할 존재는 아무도 없다.
31 절은 “이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 전에 에돔 땅에서 다스리던 왕들입니다”라고 기록돼
있다. 이스라엘 자손이 왕을 세우기 훨씬 이전부터 에돔 땅은 왕이 통치해 왔다. 창세기를 모세의 기
록으로 본다면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하여 광야에서 40년간의 세월을
보내고 있을 때다. 그들의 삶은 광야에서 낮 동안의 뜨거운 열기와 차가운 밤 공기을 버텨내며 하늘에
서 내려 오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매일매일을 연명하는 고난의 행군이었다. 말이 40년이지 애굽에서
나온 스무 살 이상의 성인 남자 중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광야에서 죽었다. 이스라엘
이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동안 에서의 후손들은 그 지역을 통치하는 왕이 되었고 그 세력을 점점
확장해 가고 있었다.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그들과 달리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왕을 세우지 않았
다. 사실 그들이 마음으로 왕을 세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 왕을 세워 통치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광야 생활 막바지에 이르렀을 무렵 모세는 ‘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서 그 땅을 얻어 거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
위의 열국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네 형제 아
닌 타국인을 네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신 17:14-15).
모세는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열국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이라고 하
여 왕을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인간의 뜻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하나님은 인간 사회에 왕
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인간에게 권력을 부여했을 때 그 권력이 결국 우상 숭배의 근원이 될
것임을 너무도 잘 아셨기 때문이다.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 이런 명령을 한 후 수백 년이 흐른 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말한다.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였다.
“4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5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6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7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8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리하는도다 9 그
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삼상
8:4-9).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는 왕
정이 얼마나 부조리한 것인지 알게 하고자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셨다.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
을 왕으로 지목했고 백성들은 그를 왕으로 추대했다. 사울은 용모가 준수하고 겸손하며 용감한 자였
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이후부터는 급속도로 타락하기 시작한다. 사울은 손에 쥔 권력
을 잃지 않으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그 결과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의 길로 접어든다. 인
간들은 세상 임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당장 눈에 보이는 권력이 보지이 않는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기 때문이다. 인간은 스스로의 능력으로 권력을 제어하고 통제할 수 없다. 그 결과 스스로
를 우상화한다. 그래서 인간에게 부여한 권력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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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님의 마음에 합한자라고 했던 다윗왕도 자신의 권력을 남용해서 부하의 아내를 침실로 끌어들였
다.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는 그녀의 남편을 전쟁터로 보내 교묘하게 죽였다. 그는 권력을 이용해
서 간음을 하고 살인을 교사했다. 권력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만들어 버린다.
에서의 후예 중에 왕이 된 어떤 사람의 에피소드가 흥미롭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를 지배
하고 있던 왕은 헤롯대왕인데 그는 아두메 (에돔)사람이었다. 왕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왕이 아닌 종
으로 오셨다. 헤롯대왕은 로마 식민지 당시에 유대의 왕이요 메시야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극도로 경
계하며 그를 찾아 죽이려 했다. 예수님의 부모가 그 사실을 알고 이집트로 잠시 피해 가 있는 동안 그
는 유대 땅에서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몰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단
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
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왕의 길 대신 십자가의 길을 택했다. 헤롯왕의 아들 분봉왕 헤
롯 (헤롯대왕의 둘째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은 빌라도와 함께 예수님의 마지막 재판을 한 것으로도 유
명하다. 빌라도가 예수님의 재판을 헤롯에게 미루었는데 헤롯은 예수님을 희롱한 후 다시 빌라도에
게 넘겨주었다. 그리하여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는데 한몫을 한 셈이다.
이처럼 세상 왕은 진짜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마저 희롱하고, 그가 가진 권력의 힘으로 하나님의 아들
을 십자가에 못박는다. 세상 권력은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더 높이 둔다. 에서의 후손들은 일찌기 권력
의 맛을 알았고, 그 권력은 훗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오늘날의 세상 왕
은 누구인가? 예전과는 달리 지금은 무엇이든 권력이 될 수 있는 시대다. 당신은 어떤 권력을 추구하
며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권력으로 무엇을 하려는가? 당신이 권력을 향한 욕망을 내려 놓지 못한다
면 어쩌면 에서의 후손들처럼 예수님과 교회를 심판하고 죽이는 엄청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

묵상을 위한 질문
사람들은 왜 이 땅에서 힘을 가지려고 할까요? 그리고 그 힘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 걸까요? 당신
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당신은 왜 그것을 추구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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