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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의 눈물 (주일)
오늘의 본문 (창 37:32~36)
(32 절) 그들은 그 채색옷을 보내서, 그들의 아버지께 가져가서 말했습니다.
(ֹאמרּו
ְ ) וַיְ שַ לְ חּו אֶ ת־כְ תֹ נֶת הַ פ ִַּסים ַויָּבִּ יאּו אֶ ל־אֲבִּ יהֶֶ֔ ם ַוי
우리가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ז ֹאת מָּ ָּצָ֑אנּו
아버지 아들의 옷인지 아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הַ כֶר־נָּא הַ כְ תֹ נֶת בִּ נְָך הִּ וא ִּאם־ל ֹא
(33 절) 야곱이 그것을 알아보고 말했습니다. (ירּה ַוי ֹאמֶ ר
ָּ ִּ) ַויַכ
내 아들이 옷이다. ()כְ תֹ נֶת בְ ֶ֔ ִּני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구나. ()חַ יָּה ָּרעָּה ֲאכָּלָּ ְָ֑תהּו
요셉이 정말 찢겼구나. ()טָּ רֹ ף טֹ ַרף יֹוסֵ ף
(34 절) 야곱이 그의 옷을 찢으며 베옷을 허리에 묶고, 많은 날 동안 그 아들을 애도했습니다.
(ֹלתיו ַויָּשֶ ם שַ ק בְ מָּ ְתנָּ ָ֑יו וַיִּ ְתאַ בֵ ל עַל־בְ נֹו י ִָּּמים ַרבִּ ים
ָּ ֶ֔ )וַיִּ קְ ַרע ַיעֲקֹ ב ִּש ְמ
(35 절) 그의 아들들, 그의 딸들 모두가 그를 위로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 ַויָּקֻ מּו כָּל־בָּ נָּיו וְ כָּל־בְ נֹ תָּ יו לְ ַנחֲמֹו
그러나 그는 그들의 위로를 거부하며 말했습니다. ()וַיְ מָּ אֵ ן לְ הִּ ְתנַחֵֶ֔ ם ַו ֹּ֕י ֹאמֶ ר
내가 슬퍼하며 내 아들이 있는 음부로 내려갈 것이다. ()כִּ י־אֵ ֵרד אֶ ל־בְ נִּ י אָּ בֵ ל ְשאָֹ֑ לָּה
요셉의 아버지는 그로 인해 울었습니다. () ַויֵבְ ךְ אֹ תֹו אָּ בִּ יו
(36 절) 한편, 그 미디안 사람들은 요셉을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 경호대장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פֹוטיפַר ְס ִּריס פ ְַרעֶֹ֔ ה שַ ר הַ טַ בָּ חִּ ים
ִּ ְל־מצְ ָּ ָ֑ריִּ ם ל
ִּ ֶ) וְ הַ ְמדָּ ֶ֔ ִּנים מָּ כְ רּו אֹ תֹו א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양을 치러갔던 아들들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다. 거동이 불편한 야곱이지만 오랜만에 보는 아들
들이라 반가운 마음으로 마중을 나갔다. 멀리서 양떼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아들들이 보였
다. 그런데 요셉이 보이질 않았다. 요셉은 다른 형제들과는 달리 채색옷을 입었기 때문에 어디서나 눈
에 띄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야곱은 그 누구보다 요셉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던 터라
제일 먼저 요셉부터 찾은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 보아도 요셉이 보이질 않았다. 왠지 불길한 예
감이 들기 시작했다. 마침내 아들들이 도착했고 그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그 앞에 털썩 엎드렸다. 그들
의 손에는 피묻은 채색옷이 들려 있었다. 순간 눈앞이 캄캄해지며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큰 지진이
온 것처럼 온몸이 떨렸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 멍했다.
아들들이 야곱에게 말했다. 자신들이 오는 길에 피묻은 채색옷을 발견했고, 평소에 요셉이 입고있던
옷과 너무도 똑 같아서 혹시나 하고 들고 왔으니 아버지께서 확인해 보시라고 했다. 야곱은 그 옷이 요
셉이 평소 입고 다니던 바로 그 채색옷임을 한눈에 알아보았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위해 손
수 고른 실로 한올한올 정성스럽게 엮어 짠 채색옷이었으니 절대 알아보지 못할 리가 없었다. 야곱은
순간 요셉에게 큰 변고가 생겼음을 직감했다. 잠시 전까지만 해도 설마설마했었는데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눈 앞에 펼쳐진 것이다. 하지만 야곱은 도저히 이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토록 사랑하는 아
들이 들짐승에게 처참히 찢겨 죽음을 당했다니 억장이 무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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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은 요셉의 죽음 앞에 망연자실했다. 그가 얼마나 사랑했던 아들인가? 네 명의 아내 중 오직 그가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뿐이었다. 그 라헬이 얼마나 기도하며 애태우다 얻은 아들인가? 그렇게 얻은 아
들이기에 야곱에겐 세상에 하나뿐인 귀하고 사랑스런 특별한 아들이었다. 요셉 위로 열 명의 아들이
있었지만 그에게는 요셉이 장자였다. 그런 장자가 죽었으니 야곱의 애통함이 오죽했겠는가? 야곱은
옷을 찢고 거친 천으로 허리를 묶었다. 그 천은 마대 자루를 만드는 가장 거친 천이다.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 몇날 며칠을 울었는지 모른다.
야곱에게 있어 요셉이 없는 삶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였다. 아마도 야곱은 자신이 가진 대부분을 요셉
에게 물려 줄 요량이었는지도 모른다.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총명하거나 정직해서가 아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사랑하는 라헬의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요셉이 죽었으니
야곱에게는 더 이상 살아야 할 이유도, 살아갈 기력도 없어진 셈이다.
그런 아버지를 위로하기 위해 아들들이 모였다. 참으로 뻔뻔하기 그지없다. 그들은 야곱을 이집트로
가는 상인들에게 팔아 먹은 당사자들이다. 아들의 죽음 앞에 이렇게 비통해하는 늙고 병든 아버지에
게 끝까지 요셉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숨긴다. 도대체 이들이 누구인가? 그 중에는 나중에 이스라엘을
대표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 직무를 수행한 제사장들의 조상인 레위도 있었고, 예수님의 조상
인 유다도 있었다. 그들은 살아생전에 요셉을 만나게 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 확신했다. 물론 그
로부터 약 20여년 간은 그들 생각대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동안은 아버지를 감쪽같
이 속일 수 있었다. 지금 이 상황에서조차 그들은 안이하게 생각했다. 그들 생각에는 아버지가 얼마 동
안은 슬퍼하겠지만 곧 일상으로 되돌아 올 거라 생각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는
대신 아버지를 위로하는 편을 택했다. 그러나 그들의 위로는 야곱에게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다.
요셉을 향한 야곱의 애끓는 사랑을 보며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
은 자신이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구원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심정으로 예수님을 지켜보고 계셨는지는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애
타는 심정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렸다.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아
버지가 자신의 요청을 거절하실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무
게가 엄청났기에 한편으로는 피하고 싶으셨다. 예수님은 세 번이나 반복해서 기도를 드렸고, 결국 아
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순히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들이 보낸 로마 병사들
에 의해 체포되고 모진 고문 끝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피를 마지막 한 방울까
지 땅에 쏟아 부으셨다. 그런데 많은 이들은 이 십자가 사건을 사건을 너무도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저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그 덕분에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자유롭게 되었다
는 정도로만 생각한다. 정말 이 사건의 무게가 그 정도 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며
하나님 아버지는 옷을 찢고 베를 동이고 식음을 전폐하며 아들의 고통에 함께 하셨다. 우리가 그 고통
의 정도를 더 깊이 이해할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진다. 당신에게 구원은
어느 정도의 무게로 느껴지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요? 그분이 지신 십자가가 당신의 생명의 무게임을 알고 있습니
까? 그 고통이 당신에겐 어떻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은 그 고통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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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와 가나안 여인의 아들들 (월)
오늘의 본문 (창 38:1~2)
(1 절) 그 무렵 유다가 그들의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이름이 히라인 아둘람 사람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ירה
ָּ ִּּושמֹו ח
ְ ַד־איש ֲע ֻדל ִָּּמי
ִּ ) וַיְ הִּ י בָּ עֵת הַ ִֶּ֔הוא ַוי ֵֶרד יְ הּודָּ ה מֵ אֵ ת אֶ ָּחָ֑יו ַויֵט ע
(2 절) 유다가 그곳에서 이름이 수아인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고, 그녀를 데려가서 그녀에게 들어갔
습니다. ( ָּּושמֹו ָ֑שּו ַע וַיִּ קָּ חֶ הָּ ַו ָּיב ֹא אֵ לֶיה
ְ ת־איש כְ ַנעֲנִּ י
ִּ ַ) ַוי ְַרא־שָּ ם יְ הּודָּ ה ב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요셉은 그렇게 이집트로 갔고, 그곳에서 바로의 신하이자 경호대장이던 보디발에게 종으로 팔렸다.
요셉에게 초점을 맞추던 성경 저자는 갑자기 유다에게로 초점을 돌린다. 창세기 38장은 성경에 실린
가장 추한 이야기 중 하나다. 이방인인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부터 형사취수제, 매춘, 근친
상간 등 차마 입에 담기도 힘든 껄끄러운 문제들이 죄다 집약돼 있으니 말이다. 알다시피 유다는 육신
적으로는 예수님의 조상일 뿐 아니라 유대인들의 정체성의 근원이기도 하다. 이런 유다에 관한 기록
이 온갖 부도덕하고 비윤리적인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는 점이 상당히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성경은
유다의 비극의 시작을 이렇게 적고 있다.
“그 무렵 유다가 그들의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이름이 히라인 아둘람 사람과 가까이 지냈습니다. 유다
가 그곳에서 이름이 수아인 가나안 사람의 딸을 보고, 그녀를 데려가서 그녀에게 들어갔습니다.” (창
36:1~2).
‘그 무렵’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바에뜨’ ()בָּ עֵת다. ‘바에뜨’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시간을 뜻하기
보다는 대략적인 시간대를 의미한다. 지금 이 시기는 야곱이 헤브론에 머물던 무렵으로 볼 수 있다. 따
라서 유다가 아둘람 사람 히라와 어울리며 가나안 여인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은 때는 요셉이 이집트
로 팔려간 직후로 볼 수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전일 수도 있다. 야곱은 라헬이 죽은 후 아버지 이삭이
거하고 있던 헤브론으로 갔다. 그리고 그 무렵에 여러 가지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다. 장자
르우벤이 야곱의 첩 빌하와 동침했고, 그로부터 얼마 후 이삭이 죽었으며, 형 에서는 야곱과 헤어져 세
일산으로 거처를 옮겼다. 게다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다.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일어날 무렵에 넷째 아들 유다는 야곱의 집을 떠나 아둘람 사람인 히라와 어울려 지냈다.
아둘람은 성경을 제대로 읽어 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 보았을 친숙한 이름이다. 아둘람은 다윗
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하던 중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와 세를 규합한 곳이다. 다시 말해 다윗을 중
심으로 한 일종의 정치 세력이 태동한 곳이다. 아둘람에서 있었던 일에 관해 사무엘상 22장의 기록을
살펴보자.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
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사백 명 가량이었더라” (삼상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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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둘람 굴은 사울왕이 개인적인 질투심으로 사위이자 이스라엘의 일등 공신인 다윗을 죽이려고 하
자 그를 피해 도망다니던 다윗이 잠시 은신처로 삼은 곳이다. 이 굴에 다윗이 은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그의 형제들과 이새의 집 모든 남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여 들었다. 그 외에도 환란당한 자와 빚
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리로 모여 들었고, 그들은 다윗을 지도자로 세웠다. 그런 장소이니 아
둘람은 다윗에겐 잊지 못할 특별한 곳이었다. 일찌기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유다
지파에게 분배했다 (수15:35참조). 이래저래 아둘람은 유다 지파와는 뗄레야 뗄 수 없는 장소다.
아둘람은 가나안의 특정한 지역 이름이다. 따라서 유다가 어울려 지냈던 히라는 가나안 사람이다. 거
기에서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알게 되고 그녀를 아내로 맞았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등장하
는 사람들의 이름이 범상치 않다. ‘히라’ (ירה
ָּ ִּ )ח는 ‘귀족’이라는 뜻이고, ‘수아’ () ָ֑שּו ַע는 ‘화려함’ ‘부유
함’ ‘번영’ 등의 의미가 있다. 이 두 사람의 이름만 본다면 아마도 이들은 아둘람 지역의 귀족들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시 가나안 사람들은 번영과 풍요를 내려준다는 토속신을 섬겼다. 따라서 이 추정이
맞다면 유다는 일찌감치 가나안의 정치, 종교의 중심에 속한 집단과 깊이 교류한 셈이다.
유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택함받은 유다가 하나님보다는 가
나안의 풍요와 화려함을 따랐으니 말이다. 그의 아들들은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자식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언약의 아들이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 권력을 낳고, 세상의 우상을 섬기게 된 것이니 말
이다. 약속의 자녀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금한 자들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을 낳은 그 자체가 간
음이자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편지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약 4:4).
세상과 벗 되는 건 곧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도대체 세상이 무엇이길래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는 것일까? 오늘날 세상은 그릇된 ‘번영’을 추구한다. 기독교인들조차 그런
세상적 번영을 추구하며 하나님조차 왜곡시킨다. 구약이 쓰여진 당시에 바알은 ‘풍요’를 상징하는 신
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을 통해 자신들을 훈련하시는 하나님 대신에 당장 눈 앞의 안위와 풍
요를 주는 바알을 따랐다. 오늘날 우리들은 어떠한가? 하나님을 마치 바알처럼 여기며그분을 따르지
는 않는가? 하나님을 나에게 부를 주고, 권력의 중심에 오르게 하고, 세상의 명예를 가져다 주는 특급
도우미 정도로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아버지 집을 떠나 아둘람의 히라를 친구로 삼
고 가나안의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이한 유다와 별반 다를 바 없다. 신앙은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
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알을 섬기고 있는 자일지도 모른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바알과 다릅니까? 당신은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풍요를 복으로 알고 쫓는 자입
니까? 아니면 훈련을 통해 나의 죄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을 복으로 알고 쫓는 자
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당신은 정말 기쁘게 그분을 따르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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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38:3~5)
(3 절) 그녀가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וַתַ הַ ר וַתֵ לֶד ֵ ָ֑בן
그(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 하였습니다. (ת־שמֹו עֵר
ְ ֶ)וַיִּ קְ ָּרא א
(4 절) 그녀가 다시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וַתַ הַ ר עֹוד וַתֵ לֶד ֵבָ֑ן
그녀가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 하였습니다. (ת־שמֹו אֹונָּן
ְ ֶ)ו ִַּתקְ ָּרא א
(5 절) 그녀가 또 다시 아들을 낳았습니다. ()וַתֹ סֶ ף עֹוד וַתֵ לֶד ֶ֔ ֵבן
그녀가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였습니다. (ת־שמֹו שֵ לָּ ָ֑ה
ְ ֶ)ו ִַּתקְ ָּרא א
그녀가 그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습니다. ()וְ הָּ יָּה בִּ כְ זִּיב בְ לִּ ְדתָּ ּה אֹ תֹ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은 유다는 아들 셋을 낳는다. 첫 아들은 엘이고, 둘째는 오난이며,
셋째는 셀라다. 첫아들을 낳은 후 유다가 그를 ‘엘’이라 불렀다. 둘째아들부터는 유다의 아내가 직접
아이 이름을 지었다. 당시에는 엄마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문제는 그 이름의 의미
다.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믿고 있는 신 앞에서 아이를 향한 소망을 담거나 그 아이의 특징을 따라
짓는 게 일반적이다. 그래서 이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유다의 아내는 가나안 여인이다. 당
연히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겼을 리 만무하다. 아마도 자신이 섬기던 바알에게 그녀의 소망을 담아
아이의 이름을 지었을 것이다. 이런 정황을 토대로 유다의 세 아들의 이름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도 흥
미로우리라 생각된다.
가나안 여인이 첫 아들을 낳자 유다는 아들의 이름을 ‘엘’()עֵר이라 했다. 엘은 ‘망보는 자’, ‘일깨우는
자’라는 의미다. 둘째를 낳고 ‘오난’( )אֹונָּן이라 불렀다. 오난은 ‘부당한 사람,’ ‘고통’이라는 뜻이다. 아
이 이름으로 쓰기엔 그 뜻이 너무 부정적이다. 셋째는 ‘셀라’()שֵ לָּ ָ֑ה인데 ‘보내는 자’, ‘전령사’라는 의미
와 함께 평화, 기도라는 뜻도 있다.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כְ זִּיב에 있었는데 거십은 ‘거짓말’이
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가나안 여인에게서 첫아들을 낳았을 때 그에게 뭔가를 깨우쳐 주
고자 하셨던 것 같다. 그 아들의 이름을 ‘엘’()עֵר이라 하도록 허락하셨으니 말이다. 그러나 정작 유다
는 이름을 그렇게 불렀어도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한 것 같다. 그러다가 둘째가 태어났다. 그
의 이름은 오난이다. 아이 이름을 부당한 사람, 고난이라고 지었다. 현재의 유다의 삶이 얼마나 부적
절하고 부당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앞으로 그의 인생에 닥칠 고난을 그 이름이 암시하고 있다. 얼마
후 유다는 그녀를 통해 셋째 아이를 낳는다. 그런데 아내가 셋째를 출산할 당시 유다는 거십이라는 지
역에 있었다. 유다의 아내는 아들의 이름을 ‘전령사’ ‘평화’ ‘기도’라는 뜻을 지닌 ‘셀라’()שֵ לָּ ָ֑ה라 이름
했다. 아버지에게 소식을 전하는 전령사이자 평화를 구하는 소망을 담은 듯하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유다는 거짓과 비진리라는 뜻을 가진 ‘거십’이라는 마을에 거주하고 있었다.
유다는 야곱을 이어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를 잇게되는 매우 중요한 인물이다. 그런 그가 그의 증조 할
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그리고 아버지 야곱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가문의 전통과 계율을 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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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다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취한 것이다. 에서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았을 때 그것이 이삭
과 리브가에게 얼마나 큰 근심이 되었는지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 하나님은 유다가 아들
을 낳을 때마다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 유다에게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다. 그러나 유다
는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무시하기까지 했다. 그는 가나안 여인인 수아의 딸을 좋
아했고, 가나안의 번영과 가나안의 권력을 추구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매우 끔찍했다. 후에 두 아들
은 자식도 없이 죽었고, 유다 자신은며느리와의 근친상간이라는 엄청난 일을 겪게 된다. 유다는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이 자식들의 이름을 통해 유다에게 가르치신 것은 세상과 교회는 엄격하게 분리되어야 한다
는 것이었다. 그때는 물론이고 요즈음은 그 경계선이 더욱더 모호해진 것 같다. 세상의 것들이 교회를
지배한지 오래다. 단지 예배의 형식이나 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부 교회 지도자들의 일탈을 지
적하는 것도 아니다. 가장 큰 문제는 세상의 가치관이 성경적 가치관과 혼합되어 둘 사이에 구분이 없
다는 점이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소위 기복 신앙이다. 기복이란 복을 기원한다는 뜻인데 여기서 복이
란 현세에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자손대대로 이어지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복을 의미한다. 무병
장수, 내세의 공덕 (하늘의 보화을 쌓은것), 자손이 잘되는 것, 명예와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 등 복이란
복은 죄다 추구하는 것이 기복 신앙이다. 그런데 성경이 과연 이런 기복에 관해 말하고 있는 걸까?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세상의 가치관을 벗어버리라고 명령했다 (롬 12:1~2참조). 로마는 그
당시 세상 문화의 중심지이고 권력의 중심지였다. 진정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세계최고의 문화
와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로마를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강력한
권고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기 때문이다.
유다는 이런 세상적 가치와 어울렸다. 히라가 그렇고, 가나안 사람 수아가 그렇다. 하나님은 그에게 아
들을 낳을 때마다 그 이름을 통해 유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셨다. 그런데 그는 그 경고를 무시했다. 오
늘날 우리는 무엇을 벗삼아 어울리고 사는가? 나의 머리 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때
문에 힘들어하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는가? 각자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기 바란다. 비록 청춘 시절 한
때이긴 했지만 가나안의 사치와 풍요를 벗삼아 그들과 어울린 유다를 보며 우리도 그와 같은 길을 걷
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일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세상적 가치관과 성경적 가치관은 어떤 점에서 서로 다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을 말할
까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지금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바로 그 삶을 살
고 있나요? 만약 아니라면 그런 간극은 왜 생기는 걸까요? 성경적 가치관으로 당신의 삶을 재해석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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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와 영광이라는 이름을 가진 슬픈 여인(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38:6~11)
(6 절) 유다가 그의 맏아들 엘을 위해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כֹורֹו
ָ֑ ְ)וַיִּ קַ ח יְ הּודָּ ה ִּאשָּ ה לְ עֵר ב
그녀의 이름은 다말입니다. (ּושמָּ ּה תָּ מָּ ר
ְ )
(7 절) 유다의 맏아들 엘은 여호와의 눈에 악하였습니다. (הּודה ַרע בְ עֵינֵי יְ הוָּ ָ֑ה
ָּ ֶ֔ ְ)וַיְ הִּ י עֵר בְ כֹור י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습니다. ()וַיְ ִּמתֵ הּו יְ הוָּה
(8 절) 유다가 오난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יְ הּודָּ ה לְ אֹו ֶָּ֔נן
네 형의 아내에게 들어가서 ()ב ֹא אֶ ל־אֵ שֶ ת אָּ חִּ יָך
남편의 동생된 책임을 그녀에게 다해라. ()וְ יַבֵ ם אֹ ָּ ָ֑תּה
그래서 네 형을 위한 후손을 일으켜라. ()וְ הָּ קֵ ם ז ֶַרע לְ אָּ חִּ יָך
(9 절) 오난은 그 후손이 자신의 후손이 되지 않을 것을 알았습니다. () ַויֵדַ ע אֹו ֶָּ֔נן כִּ י ל ֹא לֹו יִּ הְ יֶה הַ זָּ ָ֑ ַָּ֑רע
그래서 그가 형의 아내에게 들어갔을 때, 그의 형에게 후손을 주지 않기 위해 그는 땅에 사정
하였습니다. () וְ הָּ יָּה ִּאם־בָּ א אֶ ל־אֵ שֶ ת אָּ חִּ יו וְ ִּשחֵ ת ֶ֔ ַא ְרצָּ ה לְ בִּ לְ ִּתי נְ תָּ ן־ז ֶַרע לְ אָּ חִּ יו
(10 절) 그가 행한 일이 여호와의 눈에 악하였습니다. (ָּשה
ָ֑ ָּ ) ַוי ֵַרע בְ עֵינֵי יְ הוָּה אֲשֶ ר ע
여호와께서 그도 죽였습니다. () ַויָּמֶ ת גַם־אֹ תֹו
(11 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יְ הּודָּ ה לְ תָּ מָּ ר ַכלָּתֹו
내 아들 셀라가 자랄 때까지 네 아버지 집에서 과부로 남아라.
() ְשבִּ י אַ לְ מָּ נָּה בֵ ית־אָּ בִּ יְך עַד־יִּ גְ דַ ל שֵ לָּה בְ ֶ֔ ִּני
왜냐하면 그는 ‘셀라도 그의 형들처럼 죽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כִּ י אָּ ֶ֔ ַמר פֶן־יָּמּות גַם־הּוא כְ אֶ ָּחָ֑יו
다말은 가서 그녀의 아버지 집에 남았습니다. ( ָּ)וַתֵ לְֶך תָּ ֶ֔ ָּמר וַתֵ שֶ ב בֵ ית אָּ בִּ י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유다의 아들들이 성장해 혼인할 나이가 되었다. 유다는 맏아들 엘을 위하여 다말이라는 여자를 데리
고 왔다. 다말은 ‘야자나무’즉, ‘종려나무’라는 뜻이다. 종려나무는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식물의 하나
다. 다말은 성경에 등장하는 여인들 중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하는 인물이다. 따라서 그 이
름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는 건 매우 유익하다고 생각된다. 먼저 다말(종려나무)이 성경에서 어떤 시
점에 등장하며 어떤 의미를 갖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구약에서 종려나무와 관련된 처음이자 가장 인상적인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등장한다. 출애굽한 이
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나기까지 그들은 엄청난 기적과 고통을 경험한다. 이집
트를 나와 홍해의 기적을 직접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찬양했다. 물론 그
이전에 이집트에 내린 열 번의 재앙도 체험하긴 했지만 눈 앞에서 홍해가 갈리지는 것만큼 극적인 체
험은 아니었다. 그들은 바닷물 사이로 난 마른 길을 걸어서 홍해를 건넜고 뒤이어 말과 병거를 앞세워
그들을 뒤쫓아 오던 이집트의 군대는 쓰나미처럼 덮쳐온 바닷물에 전부가 몰살 당했다. 한 장소에서
이스라엘은 구원받고 이집트는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기뻐 축제를 벌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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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놀라운 구원을 체험한데 대한 감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전능
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축제의 흥은 절정에 다다랐다. 하지만 구원의 기쁨도 잠시, 모세의 인도로
수르 광야로 들어간 그들은 사흘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한 채 아무 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을 걸어
갔다. 타는듯한 태양 아래 목은 마르고 몸은 지쳐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점점 발걸음이 무거워
지고 지쳐서 드러눕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드디어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 원망의 말을 내뱉
기 시작했다. 사흘 전에 체험한 하나님의 전능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눈 앞에 닥친 고통에만 온통 사
로잡혔다. 바로 그 때 그들의 눈에 오아시스 하나가 들어왔다. 사흘만에 물을 발견한 백성들은 앞다투
어 달려 들었고 정신없이 물을 들이켰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그 물은 먹을 수 없는 쓴 물이었다. 순
간 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천신만고끝에 발견한 물인데 도저히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쓴 물이니
얼마나 화가 났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짜고짜 모세에게 달려들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졌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쓴 맛이 사라지고 단물이 되어 백성들이 목을
축일 수 있었다. 일단 기갈을 해소한 백성들은 다시 때약볕이 내리쬐는 광야길을 걷기 시작했다. 약 30
리 길을 걸었을까? 그들의 눈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엄청난 수의 ‘다말’(종려나무)이 늘어
서 있는 오아시스가 보였다. ‘다말’은 모두 칠십 그루였고 그 아래에는 열두 개의 오아시스가 태양빛
을 반사하며 아름다운 자태를 드리우고 있었다. 그곳이 엘림이다. 그들은 칠십 그루의 ‘다말’아래에
서 쉼을 얻었다. 그때부터 다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과 풍요의 상징으로 인식되었다.
신약 성경에서도 다말(종려나무)은 그와 비슷한 의미로 쓰였다.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마치
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던 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마중 나왔다. 예수님은 나귀
를 타고 입성하셨고 사람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외쳤다. 그때
그들의 손에는 다말 (종려나무) 가지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야인 동시에 이스라엘을 로
마의 오랜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시켜 다윗 왕조의 영광을 재현할 위대한 왕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부
챗살 모양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승리의 영광을 간절히 염원했다. 유사 이래 예수님과 같은 인물
이 있었던가?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왕이었고 메시야였다. 다말(종려나무)은 승리, 영광이라는 의
미 외에도 찬양이란 뜻도 있다. 그들은 다말을 흔들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환호했다.
다말이라는 이름은 그렇게 좋은 의미로 가득차 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그녀의 삶에는 승
리도, 영광도, 안식도, 풍요도 없었다. 어떻게 그녀는 자신의 이름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삶을 살게
된 것일까? 그의 삶은 철저하게 유린당했고, 고통스러웠으며, 수치스럽기까지 했다. 유다가 그녀를 며
느리로 데려 오는 순간 그녀의 삶에 고난이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첫 번째 남편은 엘
이다. 다말과 엘이 부부의 연을 맺은지 얼마되지 않았을 때 엘이 죽었다. 하나님이 그를 죽이신 거다.
성경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저질러서 죽임당했다고 하는데 성경은 정확히 그가 어떤 죄를 저질
렀는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 그 이유는 그가 저지른 악보다 그의 죽음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다말
은 하루 아침에 청상과부가 됐다.
다말의 비극은 이제부터다. 그리고 그 비극의 근저에는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악을 저지른 엘을 죽
임으로써 졸지에 다말은 과부가 돼 버렸다. 엘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 해도 그는 한 아
내의 남편이다. 엘의 죽음과 다말이 청상과부가 되는 일은 뗄레야 뗄 수가 없다. 하나님은 엘을 심판
하심으로 다말에게도 인내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신 셈이다. 엘의 죽음이 단초가 되어 다말이 후에 어
떠한 고초를 겪었는지는 이어지는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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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풍습이었던 형사취수(兄死娶嫂)제도로 인해 다말은 바로 아래 시동생인 오난을 남편으로 맞았
다. 하지만 오난은 다말이 아무리 아들을 낳는다 해도 그 아이는 자신의 아들이 아닌 형 엘의 뒤를 잇
는 아들이 된다는 사실이 영 탐탁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일부러 번번이 체외 사정을 했고 그것을 악
하게 본 하나님은 결국 오난도 죽였다. 두 아들이 연이어 죽음을 당했으니 이 정도면 며느리 다말은 남
자를 잡아먹는 마녀임에 틀림 없다고 생각한 유다는 겁이 덜컥 났다. 이러다간 막내 아들마저 잃을 지
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엄습했다. 유다는 막내 아들 셀라가 아직 어리다는 핑계로 다말을 친정으로 돌
려보냈다. 그는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세월이 흘러도 아무런 연락을 취하지 않았
다. 다말은 그야말로 생과부가 되었다. 결국 이를 눈치 챈 다말이 꾀를 내어 시아버지 유다와 동침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쌍둥이 아들 둘을 낳게 된다. 수치스런 과정을 통해 아들을 낳은 다말은 그 후 유
다에게 영원히 버림받는다. 그것이 다말의 일생이다. 그녀의 이름처럼 그 인생은 승리와 영광과 안식
과 풍요가 가득했어야 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수치와 고통으로 점철된 인생이었다. 그녀가 그 이름
값을 되찾은 것은 그로부터 600 년도 더 지나서였다. 룻기에서 성경은 보아스의 입을 통해 다말의 삶
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
“9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중략)… 11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
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12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네게 후사를 주사 네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
노라” (룻 4:9-12).
다말은 보아스의 입을 통해 그 이름값을 되찾았다. 다말은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와 같은 반열
에 오르게 된다. 보아스는 다말이 그랬던 것처럼 룻도 자신의 후손을 낳아주기를 원했다. 그리고 이런
소망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진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다. 당장은 고달프고 패배한 것
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언젠가는 그 삶이 멋진 승리임이 판명될 것이
다. 다말은 당시에는 너무도 수치스런 삶을 살았지만 당당하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다. 우리
가 비록 세상에서 환란을 당하나 담대히 인내할 수 있는 것은 그 환란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다말의 고난은 그녀가 유다 집으로 들어온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후 어떤 고난이 찾아왔나요?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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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취수(兄死娶嫂)와 오나니즘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38:6~11)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예수님 당시 유대 종파는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진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센파가 그들이다. 이들
은 모두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하는 동인한 유대교지만 각각의 신앙관은 매우 달랐다. 그 중 사두개파
는 구약 중에서도 모세오경만을 정경으로 여겼다. 그들은 사후 부활을 믿지 않았는데 그들이 죽은 자
의 부활을 믿지 않은 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사두개인들은 복과 저주에 관한 신명기의 말씀
을 문자 그대로 적용시켜 현세에 받는 축복을 하나님의 축복의 전부로 보았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심
판도 현세에서 받게 되는 걸로 믿었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은 성전세를 통하여 부를 축적하며 호위호
식했고, 정치권력과 결탁하여 권세까지 누렸기 때문이다. 자신들이 그렇게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예수님을 그토록 죽이고
자 혈안이 되었던 이유도 따지고 보면 이같은 생각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의 원천이었던 성전
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몰아냈다. 게다가 나사로와 같은 죽은 자를 살려 자신들의 신앙의 근
간을 위협했다. 한번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대뜸 부활에 관해 물었다. 그러면서 예수가 말한
그 부활이 허구임을 밝히기 위해 형사취수(兄死娶嫂)제를 언급했다. 이들이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4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
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25 우리 중에 칠 형제가 있었는데 맏이에게 장가 들었다가
죽어 후사가 없으므로 그의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26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
다가 27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28 그런즉 저희가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뉘 아
내가 되리이까” (마 22:24-28).
여기에 언급된 내용이 형사취수제다. 성경에서 형사취수제를 처음 다룬 곳이 바로 여기 창세기 38장
인데 그 첫 대상이 다말이었다. 형사취수제란 형이 죽으면 그 형의 대를 이어주기 위해 남동생이 형수
를 아내로 맞는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는 유목민들의 역사에서 종종 발견되는데 우리 나라에서도 부
여나 고구려 때에는 이런 비슷한 제도가 있었다고 한다. 특히 유목민의 대표격인 몽골 민족들은 20세
기 초까지도 형사취수제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몽골이 공산화된 이후에는 그
런 제도가 사라졌다고 한다. 한편, 일본에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수많은 남자들이 전쟁에 나가 죽어
그야말로 청상과부들이 너무 많아지자 일시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시동생들이 형수를 아내로 삼
아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게 했다고 한다. 이처럼 형사취수제도는 그 자체로 죄라고 말할 근거가 없다.
오히려 이 제도는 인간들이 종족을 보존하고 생존하기 위해 만든 엄연한 결혼 제도 중의 하나였다. 그
렇다면 성경은 이 형사취수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을까? 위에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논박
하기 위해 인용한 말씀은 바로 신명기에 기록된 다음 말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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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형제가 동거하는데 그 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
지 말 것이요 그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
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의 낳은 첫 아들로 그 죽은 형제의 후사를 잇게 하여 그 이름을 이스
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신 25:5-6).
성경은 형사취수제를 엄연히 약속의 자녀가 지켜야 할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유다가 둘째 아들 오난
을 며느리 다말에게 남편으로 준 것은 율법에 부합되는 행동이다. 반대로 자신의 씨로 형의 후사를 잇
지 않으려고 한 오난의 행동은 하나님의 계율에 위배되는 행동이다. 오난은 다말과 관계를 맺긴 하되
생명이 앵태되는 것은 막으려고 몸밖에다 사정을 했다. 이로써 오난은 형사취수제도를 명한 하나님
께 정면으로 대항한 셈이다. 오난은 오직 자신의 계보를 잇는 아이만 갖고 싶었다. 성경은 그것이 하
나님 보시기에 악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오난의 행위에서 오나니즘 (Onanism)이란 말이 나왔다. 일
반적으로는 적절치 못한 성행위 또는 수음(手淫)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신학적 의미로 오나니즘은 인
위적 피임이라는 의미다. 그런데 오난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알다시피 그의 어머니는 가나안 사
람 수아의 딸이었다. 유목으로 삶을 영위하는 아버지와는 달리 어머니는 가나안 토착민이다. 그런 그
들에겐 형사취수제는 달갑지 않은 제도였다. 아마도 오난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은 듯하다. 그는
아버지 유다의 명령보다는 어머니한테서 배운 가나안의 풍습을 따랐다. 그리고 그 때문에 그는 하나
님께 죽임당했다.
오늘날에는 형사취수제나 오나니즘 모두를 비정상적인 것으로 여긴다. 형사취수제는 옛날 사람들이
한때 가졌던 미개한 풍습 정도로 취급한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엄연히 율법으로 정하고 있다. 예수
님도 그 제도를 부정하지 않으셨다. 다말의 이야기에서 형사취수는 오히려 가나안 여인에게 낳은 아
들들의 악을 드러내는 도구로 이용되었다. 지금 우리의 세계관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
지만 당시에는 엄연한 법이고 관습이었다. 하나님은 각각의 시대마다 당시의 사회법을 통해 하나님
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 따라서 유다의 두 아들 엘과 오난은 당시의 법으로는 마땅히 죽어야 했고,
다말은 어쩔 수 없이 유다를 통해 후사를 이어갈 수밖에 없었다. 형사취수제는 가문의 후사를 이어가
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제도였다. 그리고 오나니즘은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인간의 이기적인 행위에
서 비롯된 것이다. 성경은 윤리책이 아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를 다루고 그 뜻이 어떤 과정을 거
쳐 성취되었는지를 기록한 책이다. 다말과 유다도 그것을 보여 준 도구에 불과하다. 성경을 읽으면 무
엇이 발견되는가? 인간적이고 도덕적인 교훈인가? 아니면 그것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뜻인가?

묵상을 위한 질문
오난이 한 행동은 어째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을까요? 오늘날에는 우리들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보시
기에 악한 걸까요? 당신에겐 오난과 같이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만약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왜 그런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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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친상간 (近親相姦)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38:12~19)
(12 절) 시간이 많이 지났고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었습니다.
(הּודה
ָ֑ ָּ ְ)וַיִּ ְרבּו הַ י ִֶָּּ֔מים וַתָּ מָּ ת בַ ת־שּו ַע אֵ שֶ ת־י
유다가 위로를 받았고, 그의 친구인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에 있는 그의 양털 깎는 자
에게 올라갔습니다. (ע ֻדל ִָּּמי ִּת ְמנָּתָּ ה
ֲ ָּ)וַיִּ נָּחֶ ם יְ הּודָּ ה ַו ַיעַל עַל־גֹ זֲזֵי צ ֹאנֹו הּוא וְ חִּ ָּירה ֵרעֵהּו ה
(13 절) 다말에게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 ַויֻגַד לְ תָּ מָּ ר לֵאמָֹ֑ ר
“보세요. 당신의 시아버지가 그의 양털을 깎으러 딤나로 가고 있습니다.”
()הִּ נֵה חָּ ִּמיְך עֹ לֶה ִּת ְמנָּתָּ ה לָּגֹז צ ֹאנֹו
(14 절) 그녀는 그녀의 과부 의복을 벗고, 너울로 가려 그녀 자신을 감쌌습니다.
() וַתָּ סַ ר בִּ גְ דֵ י אַ לְ ְמנּותָּ ּה מֵ ָּעלֶיהָּ ו ְַתכַס בַ צָּ עִּ יף ו ִַּת ְת ַע ֶָּ֔לף
그녀는 딤나로 가는 길에 있는 에나임의 입구에 앉았습니다.
() וַתֵ שֶ ב בְ פֶתַ ח עֵי ֶַ֔ניִּ ם אֲשֶ ר עַל־דֶ ֶרְך ִּת ְמנָּ ָ֑תָּ ה
왜냐하면 그녀는 셀라가 자란 것을 보았는데, 유다가 그녀를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았기 때
문입니다. () כִּ י ָּראֲתָּ ה כִּ י־גָּדַ ל שֵ ֶָּ֔לה וְ ֹּ֕ ִּהוא ל ֹא־נִּ ְתנָּה לֹו לְ ִּאשָּ ה
(15 절) 유다가 그녀를 보고 그녀를 창녀로 생각했습니다. (הּודה ַויַחְ ְשבֶ הָּ לְ זֹונָּ ָ֑ה
ָּ ֶ֔ ְ)וַיִּ ְראֶ הָּ י
왜냐하면 그녀가 그녀의 얼굴을 가렸기 때문입니다. ( ָּ)כִּ י כִּ ְסתָּ ה ָּפנֶיה
(16 절) 그는 그 길에서 그녀에게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 ַו ֵיט אֵ לֶיהָּ אֶ ל־הַ דֶ ֶרְך ַוי ֹאמֶ ר
이리 오십시오. 제가 당신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הָּ בָּ ה־נָּא אָּ בֹוא אֵ ֶַ֔ליִּ ְך
그는 그녀가 그의 며느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כִּ י ל ֹא י ֶ֔ ַָּדע כִּ י ַכלָּתֹו ִּ ָ֑הוא
그녀가 말했습니다. () ַות ֹאמֶ ר
당신은 제게 들어오기 위해 무엇을 주실 건가요? (ה־תתֶ ן־לִֶּ֔ י כִּ י תָּ בֹוא אֵ לָּי
ִּ ַ)מ
(17 절) 유다가 말했습니다. () ַו ֹּ֕י ֹאמֶ ר
제 가축 떼에서 어린 염소를 보내겠습니다. ()אָּ נֹ כִּ י אֲשַ לַח גְ ִּדי־עִּ זִּים ִּמן־הַ ָ֑צ ֹאן
그녀가 말했습니다. () ַו ֹּ֕ת ֹאמֶ ר
만약 당신께서 (염소를) 보낼 때까지 담보를 준다면… (ם־תתֵ ן ע ֵָּרבֹון עַד שָּ לְ חֶ ָך
ִּ ) ִּא
(18 절) 유다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무슨 담보를 제가 당신께 드릴까요? ()מָּ ה הָּ ע ֵָּרבֹון אֲשֶ ר אֶ תֶ ן־לְָּך
그녀가 말했습니다. () ַות ֹאמֶ ר
당신의 도장과 당신의 끈, 그리고 당신 손에 있는 지팡이요.
()חֹ תָּ ְמָך ּופְ ִּתי ֶֶ֔לָך ּומַ ְטָך אֲשֶ ר בְ י ֶ ָָּ֑דָך
유다가 그녀에게 주었고, 그녀에게 들어갔으며, 그녀는 그로 인해 임신하였습니다.
()וַיִּ תֶ ן־לָּּה ַו ָּיב ֹא אֵ לֶיהָּ וַתַ הַ ר לֹו
(19 절) 그녀는 일어나 떠났고, 그녀에게 있는 너울을 벗고 과부 의복을 입었습니다.
() וַתָּ קָּ ם ו ֶ֔ ֵַתלְֶך וַתָּ סַ ר צְ עִּ יפָּּה מֵ עָּלֶ ָ֑יהָּ ו ִַּתלְ בַ ש בִּ גְ דֵ י אַ לְ ְמנּותָּ ּ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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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유다가 두 아들을 잃고 며느리를 친정으로 보낸 지도 오래 되었다. 그 동안 막내 셀라는 장성하여 어
른이 됐지만 여태껏 다말에게 그를 넘겨주지 않고 있었다. 혹시라도 셋째까지 잃진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던 중 유다의 아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죽었다. 지금껏 가나안 땅에서의 유다의 삶
은 고통과 실패의 연속이었다. 번영을 의미하는 수아의 딸을 아내로 맞아 세 아들을 낳았지만 그 중 두
아들이 하나님께 죽임 당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의 아내까지 죽고 말았다. 유다는 너무 슬펐을 것이
다. 아무리 가나안 여인이라 해도 아들을 셋이나 낳으며 평생을 함께 한 아내다. 그런 아내가 세상을
떠났는데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몇이나 되겠는가? 그런 유다를 위로한 것은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
라였다. 아내를 잃은 후 애도의 기간을 마친 유다는 딤나에 있는 그의 양떨깎는 자에게 올라갔다.
유다가 아내를 잃었다는 소식과 이번에 양털을 깎으러 딤나로 올라간다는 말이 다말에게 들렸다. 다
말은 이제나 저제나 막내 셀라가 장성하기만을 학수고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셀라가 장가를 들 수 있
을 만큼 나이가 찼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에게서는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아무래도 이렇게 손 놓
고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그녀는 꿩 대신 닭이라는 심정으로 셀라가 아닌 시아버지 유다
와 동침하기로 마음 먹었다. 도덕적으로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기로 작정한 것이다. 그만큼 후사를 잇
는 일이 그녀에겐 너무나도 절실한 과제였다. 그녀는 지금껏 과부의 의복일 입고 있었다. 그 옷을 입
고 있는 동안 다말은 어떤 심정이었을까? 그것도 남편을 둘이나 앞세운 과부 중의 상과부였으니 말이
다. 그런 다말이 과부의 옷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 입었다. 그리고 아무도 자기 얼굴을 알아보지 못
하도록 너울로 가리고 온몸을 감쌌다. 그러고는 딤나로 가는 길목인 에나임의 입구에 앉아서 시아버
지가 오기만을 기다렸다. 얼굴을 온통 너울로 가리고 있었으니 유다가 다말을 알아 보는 것은 불가능
했다. 유다는 다말을 보자 창녀라고 생각했다. 그녀가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말의
행색은 당시 가나안의 창녀의 행색 그대로였다. 아내가 죽고 난 후 허한 마음으로 살아가던 유다는 창
녀를 보자 마음이 동했다. 그는 창녀로 분장한 다말에게 먼저 다가가 잠자리를 제안했다.
유다의 제안을 들은 다말은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고는 용기를 내었다. 자기가 그
제안을 수락해 주는 대가로 자기에게 무엇을 줄 수 있냐고 물었다. 사실 지금 유다에게는 하룻밤 잠자
리 대가로 지불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었다. 그가 가난해서가 아니다. 아마도 양들은 아들과 하인
들이 몰고 가고 나이든 유다는 친구인 히라와 함께 쉬엄쉬엄 딤나로 가던 중이었을 것이다. 게다가 어
찌어찌해서 지금은 유다 혼자다. 그는 대가는 반드시 후불로 지불하겠다고 했다. 다말은 자신이 원하
는 대로 모든 일들이 척척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다말은 유다의 말대로 후불로 받기로 하되
그 때까지 증거로 갖고 있을 만한 담보물을 줄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유다는 답답했다. 담보가 될 만
한 마땅한 물건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다는 무엇을 담보로 주면 좋겠느냐고 되물었다. 다말은
유다가 지니고 있는 도장, 끈, 그리고 손에 있는 지팡이를 담보로 요구했다. 유다는 흔쾌히 그러겠다
고 했다. 그깟 물건들 쯤이야 나중에 염소를 주고 되찾으면 될 일이다. 게다가 그 물건들은 유다에게
는 중요한 물건이지만 창녀들에겐 아무런 소용도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유다는 그 물건들을 다말에게 건넸다. 그리고는 그들은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었다. 유다는 그 길로 그
녀와 헤어져 자신의 길로 갔다. 그리고 다말은 집으로 돌아와 다시 과부의 옷을 입었다. 그리고 그 하
룻밤의 사건으로 다말은 임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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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사건은 유다가 ‘딤나’라는 곳으로 올라가는 중에 생긴 일이다. 딤나는 ‘금지된 장소’라는 뜻
이다. ‘다다를 수 없는 곳’, 또는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뜻도 있지만 ‘구별된 곳’이라는 뜻도 있다.
하나님에 의해 구별된 곳이니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접근해서는 안 되는 곳이기도 하다. 유다
는 올라가서는 안 되는 곳으로 올라가던 도중에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났고, 하지 말았어야 할 행
동을 했다. 물론 다말도 마찬가지다. 시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상적인 며느리라면 시아
버지 앞에 나가서 막내 셀라를 달라고 요청했어야 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조근조근 따질 수 있도
있었다. 그 상황에서 풍습이나 규율을 어기고 있는 쪽은 유다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말은 그렇게 하
는 대신 시아버지를 속여 그와 동침해 임신하는 길을 택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다말 또한 가지 말아야
할 곳에 갔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저지르게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경에서 가장 지저분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이 모두가 딤나로 가던 중에 발생한 일이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딤나’가 있다. 우리들도 역시 유다나 다말처럼 가지 말야야 할 곳을 가고,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만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한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고통을 겪는지
모른다. 홧김에 저지른 일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사례를 찾기란 전혀 어렵지 않다. 사려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가지 말아야 할 곳, 넘지 말아야 할 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는 게 우리 인간들
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알면서도 우리를 막지 않으신다. 오히려 그런 일 때문에 야기되는
수많은 문제와 고통으로 인해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신다. 그렇다고
일부러 넘어서는 안될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부족한 인내심, 사려깊지 못한 성격 때문에 자칫 인생
에서 실패와 실수를 하더라도 그로 인해 너무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
혜는 우리의 실패나 실수를 충분히 덮고도 남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희대의 막장 사건을 통해 낳은 아
들 베레스를 예수님의 조상의 반열에 올려 놓으셨다. 이런 말도 안되는 부도덕한 일을 꾸미고 결행한
다말도 버젓이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 있다. 그녀가 옳은 행동을 해서가 아니다. 그녀의 행동은
변명할 여지 없이 부도덕한 것이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행동을 하게 된 다말의 심정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다. 세상 사람들은 유다와 다말을 향해 손가락질 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인간
의 어떠한 실수나 수치라도 덮어 주신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때론 욕망을 이기지 못해 실수할 때가 있습니까? 그때 당신은 어떤 생각
이 듭니까? 당신은 실수나 수치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 경험이 당신에게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가르쳐 주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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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말이 임신하여 유다의 아들들을 낳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38:20~30)
(20 절) 유다가 그녀의 손에서 그 담보를 돌려 받기 위해,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손에 어린 염소를 보
냈습니다. (שה
ָ֑ ָּ )וַיִּ ְשלַח יְ הּודָּ ה אֶ ת־גְ ִּדי הָּ עִּ זִּים בְ יַד ֵרעֵהּו הָּ ֲע ֻדל ִֶָּּ֔מי לָּקַ חַ ת הָּ ע ֵָּרבֹון ִּמיַד הָּ ִּא
그러나 그는 그녀를 찾지 못했습니다. ()וְ ל ֹא ְמצָּ אָּ ּה
(21 절) 그가 그녀가 있던 곳의 사람들에게 물으며 말했습니다. ()וַיִּ ְשאַ ל אֶ ת־אַ נְ שֵ י ְמקֹ מָּ ּה לֵאמֶֹ֔ ר
그 길 근처의 에나임에 있던 그 창녀가 어디있습니까?
()אַ יֵה הַ קְ דֵ שָּ ה הִּ וא בָּ עֵינַיִּ ם עַל־הַ ָּ ָ֑ד ֶרְך
그들이 말했습니다. (ֹאמ ֶ֔רּו
ְ ) ַוי
여기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ל ֹא־הָּ יְ תָּ ה בָּ זֶה קְ דֵ שָּ ה
(22 절) 그가 유다에게 돌아와 말했습니다. (הּודה ַוי ֹאמֶ ר
ָּ ֶ֔ ְ) ַויָּשָּ ב אֶ ל־י
내가 그녀를 찾지 못했고, ( ָּאתיה
ָ֑ ִּ ָּ)ל ֹא ְמצ
또한, 그곳의 사람들이 말했다. ()וְ גַם אַ נְ שֵ י הַ מָּ קֹום אָּ ְמ ֶ֔רּו
여기에는 창녀가 없습니다. ()ל ֹא־הָּ יְ תָּ ה בָּ זֶה קְ דֵ שָּ ה
(23 절) 유다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יְ הּודָּ ה
그녀가 가지게 두자. () ִּתקַ ח־ ֶָּ֔לּה
오히려, 우리가 창피를 당할지 모른다. ()פֶן נִּ הְ יֶה ל ָָּ֑בּוז
보라. 나는 어린 염소를 보냈고, ()הִּ נֵה שָּ לַחְ ִּתי הַ גְ ִּדי הַ ֶֶ֔זה
너는 그녀를 찾지 못했다. ()וְ אַ תָּ ה ל ֹא ְמצָּ אתָּ ּה
(24 절) 석 달이 지났을 때, 유다에게 이런 말이 들렸습니다. ()וַיְ הִּ י כְ ִּמ ְשֹלש חֳדָּ ִּשים ַויֻגַד לִּ יהּודָּ ה לֵאמֹ ר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했고, 매춘으로 임신까지 했습니다.
(ְנּונָ֑ים
ִּ )זָּנְ תָּ ה תָּ מָּ ר ַכל ֶ֔ ֶָּתָך וְ גַם הִּ נֵה הָּ ָּרה לִּ ז
유다가 말했습니다. (הּודה
ָּ ֶ֔ ְ) ַוי ֹאמֶ ר י
그녀를 끌어내라! 그녀를 불태워라! ()הֹוצִּ יאּוהָּ וְ ִּתשָּ ֵרף
(25 절) 그녀는 끌려나갈 때, 시아버지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הִּ וא מּוצֵ את וְ הִּ יא שָּ לְ חָּ ה אֶ ל־חָּ ִּמיהָּ לֵאמֶֹ֔ ר
이 물건들의 주인으로 인해 제가 임신했습니다. ()לְ ִּאיש אֲשֶ ר־אֵ לֶה ֶ֔לֹו אָּ נֹ כִּ י הָּ ָּ ָ֑רה
그녀가 말했습니다. () ַות ֹאמֶ ר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제발 확인해 주세요.
() הַ כֶר־ ֶָּ֔נא לְ ִּמי הַ חֹ תֶ מֶ ת וְ הַ פְ ִּתילִּ ים וְ הַ מַ טֶ ה הָּ אֵ לֶה
(26 절) 유다가 알아차리고 말했습니다. () ַו ַיכֵר יְ הּודָּ ה ַוי ֹאמֶ ר
그녀가 나보다 옳다. ()צָּ ְדקָּ ה ִּמ ֶ֔ ֶמנִּי
내가 내 아들 셀라를 그녀에게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כִּ י־עַל־כֵן ל ֹא־נְ תַ ִּתיהָּ לְ שֵ לָּה בְ ִּנָ֑י
유다가 다시는 그녀를 알지(그녀와 잠자리를 가지지) 않았습니다. ()וְ ל ֹא־יָּסַ ף עֹוד לְ דַ עְ תָּ ה
(27 절)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을 때 보니, 그녀의 몸 안에 쌍둥이가 있었습니다.
(אֹומים בְ בִּ ְטנָּּה
ִּ )וַיְ הִּ י בְ עֵת לִּ ְד ָּ ָ֑תּה וְ הִּ נֵה ְת
(28 절) 그녀가 아이를 낳을 때 한 아이가 손을 주었습니다. ()וַיְ הִּ י בְ לִּ ְדתָּ ּה וַיִּ תֶ ן־יָּ ָ֑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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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파가 그 아이의 손에 주홍색 실을 가져다가 묶으며 말했습니다.
() ו ִַּתקַ ח הַ ְמ ַילֶדֶ ת ו ִַּתקְ שֹ ר עַל־יָּדֹו שָּ נִּ י לֵאמֶֹ֔ ר
이 아이가 먼저 나왔습니다. ()זֶה יָּצָּ א ִּראשֹ נָּה
(29 절) 그러자 그의 손이 다시 들어갔고, 보니 그의 형제가 나왔습니다.
()וַיְ הִּ י כְ מֵ ִּשיב יָּדֹו וְ הִּ נֵה יָּצָּ א אָּ ֶ֔ ִּחיו
산파가 말했습니다. () ַו ֹּ֕ת ֹאמֶ ר
네가 어째서 밀치고 나오는 것인가! ()מַ ה־פ ַָּרצְ תָּ ָּעלֶיָך פָּ ֶָ֑רץ
그래서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고 불렀습니다. ()וַיִּ קְ ָּרא ְשמֹו פ ֶָּרץ
(30 절) 그 뒤에 손에 주홍색 실을 묶은 그의 형이 나왔습니다. () וְ אַ חַ ר יָּצָּ א אָּ ֶ֔ ִּחיו אֲשֶ ר עַל־יָּדֹו הַ שָּ ִּנָ֑י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습니다. ()וַיִּ קְ ָּרא ְשמֹו ז ַָּרח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유다는 약속대로 다말에게 염소를 보냈다. 염소를 전달하는 일은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가 맡았
다. 유다와 하룻밤을 보낸 그 창녀가 유다의 신분을 밝힐 수 있는 것들을 죄다 갖고 있다. 유다는 하루
빨리 그것들을 회수하고 싶었다. 그런데 히라의 말로는 그곳에 창녀는 없었으며 원래 그곳은 창녀가
없는 동네란다. 게다가 아무리 찾아도 그 여자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유다는 뭔가 찜
찜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만약 창녀가 나중에 유다를 찾아와 그 담보물들을 들이대며 화대를 요구한
다면 유다는 졸지에 창녀에게 화대를 지급하지 않은 치사하고 옹졸한 사람이 되고 만다. 이래저래 망
신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그래도 유다는 할 만큼 했으니 나중에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할말은 있다.
다말이 유다와 동침한 이유는 자기에게 막내 셀라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자신에게 인간의 도리를 다하지 않은 시아버지를 곹탕 먹이기 위해 그런 것도 아니다. 그녀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였다. 자신이 유다의 집안에 후손을 낳아줘야 한다는 일념 때문이었다. 그렇게 해서 그녀는
임신을 했고, 그로부터 석달 뒤 다말의 임신 소식이 시아버지 유다의 귀에 들어갔다. 며느리가 창녀
짓을 했고, 매춘을 통해 임신까지 했다는 것이다. 그 소식을 들은 유다는 화가 머리 끝까지 치솟았다.
집안에 먹칠을 해도 유분수지 두 아들까지 죽게 만든 장본인이 이런 치욕스런 일까지 저질렀다는 게
참을 수 없었다. 당신에는 여자가 단순히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기만 해도 죽임 당할 일이다. 그런데
다말은 그 정도가 아니었다. 몸을 팔고 매춘으로 다른 남자의 아이까지 가진 것이다!
유다는 다말을 끌어내 불태워 죽이려고 했다. 그렇게 해서 모두에게 본보기를 삼고자 했다. 다말은 끌
려가는 와중에 그 동안 몰래 감춰 두고 있던 물건들을 꺼내서는 시아버지를 향해 외쳤다. “이 물건들
의 주인으로 인해 제가 임신했습니다. 이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제발 확인해 주세요.”
유다는 그녀의 손에 들려 있는 물건들을 보았다. 순간 머리를 둔기로 얻어 맞은 것 같았다. 다말이 관
계한 사람은 바로 유다 자신이었다. 며느리는 어느 누구도 아닌 자신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던 것이
다. 도대체 자기가 무슨 짓을 한 것인가? 며느리와 관계를 맺고 며느리를 임신시킨 주범이 바로 자기
자신이었다. 만약 자기가 성인이 된 셀라를 며느리에게 주었다면 애시당초 다말이 이런 일을 꾸미지
도 않았을 것이다. 정작 돌에 맞아 죽을 사람은 며느리 다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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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는 걸음을 멈추었다. 상황은 종료되었다. 다말은 목숨을 구했고 유다는 두 번 다시 그녀와 잠자
리를 갖지 않았다. 도대체 유다에게 다말은 누구인가? 며느리인가, 아내인가? 또한 그녀가 낳은 아들
은 누구인가? 아들인가, 손자인가? 이 일로 유다 집안의 서열 관계는 엉망진창이 돼 버렸다. 그토록 타
락했다고 하는 가나안 지방에서도 일어나지 않을 일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일어난 것이다.
다말이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다. 쌍둥이였다. 산파는 맏이와 둘째를 구분하기 위해 주홍색 실을 준비
했다. 한 아이가 손을 밖으로 내밀고 나오려 했다. 산파는 그 아이의 손목에 주홍실을 묶었다. 그가 맏
아들이라는 표시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주홍실을 손에 묶은 아이의 손이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
어가더니 곧 이어 다른 아이가 밀치고 먼저 나왔다. 그가 베레스다. 형을 밀치고 자기가 먼저 나왔다
는 뜻이다. ‘베레스’ ()פ ֶָּרץ는 ‘규칙을 무너뜨린 사람’이라는 의미다. 그러고 보면 베레스의 탄생 자체
가 그렇다. 법적으로도 정당성이 없고, 윤리적이지도 못하며, 어느 누구에게도 축복받기 어려웠다. 이
세상의 어떤 논리나 규칙로도 베레스의 탄생을 설명할 수 없다. 베레스의 생명이 생겨나게 된 과정도
그랬지만, 태어나는 순간에도 그는 규칙을 무너뜨리고 형을 제치고 어머니 뱃속에서 먼저 나왔다. 베
레스는 그 탄생 과정이 할아버지 야곱보다도 더 치열했다. 야곱은 먼저 나오려고 서로 다투다가 끝내
에서에게 져서 그의 뒷꿈치를 잡고 나왔지만 베레스는 앞서 나가는 형 셀라를 기어이 뱃속으로 끌어
들이고 자기가 먼저 세상에 나왔다. 이래저래 베레스의 인생은 시작부터 다사다난했다.
이렇게 해서 유다 가문은 그 계보를 이어갈 수 있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을 택해 그에게
서 세 명의 아들을 낳았다.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았던 유다의 가정은 다말이 들어 오면서 순식간에 복
잡한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첫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셨고, 둘째마저 하나님의 벌을 받아 죽었다. 유다
는 마지막 남은 셀라를 아끼려다가 급기야는 차마 입에 올리기도 힘든 비윤리적이고 부도덕한 일을
겪게 된다. 매춘과 근친 상간이 얽히면서 며느리가 사아버지의 아들을 낳게 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일어났다. 도대체 성경은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를 왜 이토록 상세히 기록하고 있을까?
유다와 다말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태어난 베레스는 보아스의 조상이고 다윗의 조상이며, 예수 그
리스도의 조상이 된다. 하나님은 인간들의 욕심과 정욕으로 인해 얼룩진 역사를 억지로 미화하려 하
지 않으신다. 게다가 인간들이 그런 실수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지도, 선택한 사람을
버리지도 않으신다. 인간의 실수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거룩은 하나님의
선언으로 되는 것이지 인간 스스로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만약 인간들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만 본다 해도 예수님의 조상들 중 도대체 몇 명이나 온전한 거룩을 이루었다 말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 사람 모두를 거룩하다 선언하신다. 그것이 은혜다. 유다의 행위가 옳아서도, 다말의 계
획과 행위가 정당해서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계보로 삼았기 때
문에 의로운 자가 된 것이다.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도 동일하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가 아니다. 오히려 당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당신을 구원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어떠한 대가
도 요구하지 않으신다. 유다나 다말을 나무라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거룩한 자입니까? 어떤 근거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
신은 다른 사람들도 당신과 동일한 잣대로 보고 있습니까? 혹시나 그렇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
고 비판한 적은 없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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