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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히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주일)
오늘의 본문 (창 45:9~13)
(9 절)

(10 절)

(11 절)

(12 절)
(13 절)

형님들은 속히 아버지께 올라가서 그에게 말하십시오.
()מַ הֲרּו ַועֲלּו אֶ ל־אָ בִ י ַואֲמַ ְרתֶ ם אֵ לָיו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하기를 (יֹוסף
ֵ ֵ֔ )כֹּ ה אָ מַ ר בִ נְ ָך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로 세우셨으니
(ָל־מצְ ָ ָ֑ריִם
ִ )שָ מַ נִ י אֱֹלהִ ים לְ אָ דֹון לְ כ
제게 내려오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 ְרדָ ה אֵ לַי אַ ל־תַ עֲמֹּ ד
아버지께서는 고센 땅에 정착하고 저와 가까이 있게 될 것입니다.
() וְ יָשַ בְ תָ בְ אֶ ֶרץ־גֹּ שֶ ן וְ הָ יִ יתָ קָ רֹוב אֵ ֵַ֔לי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자녀들, 그리고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들이 ()אַ ָּ֕ ָתה ּובָ נֶיָך ּובְ נֵי בָ נֶ ָ֑יָך וְ צ ֹּאנְ ָך ּובְ קָ ְרָך וְ כָל־אֲשֶ ר־לְָך
제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וְ כִ לְ כַלְ ִתי אֹּ ְתָך שֵָ֔ ם
아직 기근이 5년 남았기 때문입니다. ()כִ י־עֹוד חָ מֵ ש שָ נִ ים ָרעָ ָ֑ב
그래서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이 궁핍해지지 않도록
(יתָך וְ כָל־אֲשֶ ר־לְָך
ְ ֵֶן־תּו ֵָרש אַ תָ ה ּוב
ִ )פ
보소서. 형님들의 눈과 제 동생 베냐민의 눈이 형님들께 이 말을 하고 있는 제 입을
보고 계십니다. () וְ הִ נֵה עֵינֵיכֶם רֹּ ֵ֔אֹות וְ עֵינֵי אָ חִ י בִ נְ י ִ ָָ֑מין כִ י־פִ י הַ ְמדַ בֵ ר ֲאלֵיכֶם
형님들께서 제 아버지께 제가 이집트에서 누리는 영광과 형님들께서 보신 모든 것을
전하셔야 합니다. (יתם
ָ֑ ֶ בֹודי בְ ִמצְ ַ ֵ֔ריִ ם וְ אֵ ת כָל־אֲשֶ ר ְר ִא
ִ ְ) וְ הִ ג ְַדתֶ ם לְ אָ בִ י אֶ ת־כָל־כ
속히 제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הֹור ְדתֶ ם אֶ ת־אָ בִ י הֵ נָה
ַ ְּומהַ ְרתֶ ם ו
ִ )

묵상을 성경이야기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은 사랑 그 자체였다. 한번도 자신을 나무라신 적이 없다. 늘 아버지는 최고로 좋
은 것을 요셉에게 주었다. 행여나 형들과 분쟁이라도 일어나면 아버지는 언제나 요셉 편이었다. 그 때
문에 요셉은 다른 형들에게 늘 시기와 따돌림을 당했다. 그로 인해 결국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려와서
이집트에서 갖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늘 요셉의 마음 한 구석에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 아버지가 살아 계시다는 말에 요셉은 얼마나 기뻤을까? 요셉은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
를 한시라도 빨리 이곳 이집트로 모셔 오고 싶었다. 그는 북받쳐 오르는 울음을 참으며 형들을 재촉하
여 말했다.
“…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말하길 ‘하나님께서 저를 온 이집트의 주로 세우셨으니 제게 내려오십시오.
지체하지 마십시오. 아버지께서는 고센 땅에 정착하고 아버지와 아버지의 자녀들, 그 자녀들의 자녀
들, 그리고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들이 저와 가까이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
아버지께 속한 모든 것이 궁핍해지지 않도록, 제가 그곳에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직 기근이 5년
이나 남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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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은 당장이라도 어버지가 계신 가나안 땅으로 달려가고 싶었으나 이집트 총리로서 그가 맡은 일이
너무도 막중했기에 한시라도 자리를 비울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요셉의 말을 듣고 있는 형들은 아직도 정신을 가다듬을 수가 없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동생을 만난
기쁨, 게다가 그 동생이 이집트의 총리가 돼 있다는 놀라움, 한편으로는 자기들이 당할 형벌을 면할 수
있게 됐다는 안도감,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더 큰 보복을 당할 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등 오만가지 감정
이 한꺼번에 뒤섞여 밀려와 종잡을 수 없을 지경이었다. 그들의 마음은 요셉을 부둥켜 안고 용서를 빌
며 한껏 울고 싶었지만 몸은 얼어붙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었다. 그런 그들에게 요셉이 말한다.
“속히 제 아버지를 모시고 이곳으로 내려오십시오.”
아버지를 향한 요셉의 그리움을 잘 대변해 주는 대목이다. 후에 야곱은 이런 요셉의 간청을 따라 그의
가족,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로 이집트로 내려 온다 (창 46:1~7 참조). 요셉은 아버지를 마음으로 사랑하
고 그리워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이집트로 데려오기 위해 미리 사전에 고센
땅까지 준비해 둘 정도로 치밀한 준비를 했다. 게다가 자신에게 그토록 수많은 고통을 야기한 형들을
스스럼없이 용서해 주는 후덕한 인품을 지녔다. 그 때문에 후세의 사람들은 침이 마르도록 요셉을칭
찬하며 그를 본받으려고 한다. 물론 요셉의 이런 인품은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친다. 하지만
지금 요셉이 하는 일은 단지 한 개인의 효심과 인품을 보여주는 그 정도의 사건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구원에 관해 가르치고 계신다. 성경은 구원을 여러가지 단어로 설명하고 있다.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새생명을 얻었다고 말하기도 하며 죄를 용서받았다고 표현하
기도 한다. 또 어떤 곳에서는 속박에서 풀려났다는 의미로 속량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성경은 예수 그
리스도라는 구원의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
시는 이야기가 나온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구원의 의미를 설명해 가신다.
실례를 들어보자.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의 왕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후 그 사실을 덮기 위해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교묘한 방법으로 죽인다. 하나님은 나중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잘못을 지
적했고, 다윗은 자신의 과오를 철저하게 회개했다. 그 과정에서 다윗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다. 그는 의로움이라고는 털끝만큼도 없는 죄인 중의 죄인인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시
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다. 그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는 이렇게 노래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
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시오니 환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시편 32편
1, 5, 7절).
겉으로 드러난 다윗의 죄목은 간음, 살인 교사, 직권남용 등 엄청난 것이다. 모두가 알다시피 다윗은 어
려서부터 의롭게 살려고 무척이나 애쓴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름부어 세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자 자
기의 장인이기도 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토록 집요하게 자신을 추격하던 중에 오히려 다윗이 사
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다. 하지만 그는 사울을 죽이지 않았다. 하나님의 기름부은 자를
자기 손으로 죽일 수 없다며 예를 갖춰 사울을 대할 정도로 의롭게 산 사람이 다윗이다. 아마도 다윗의
인생에 밧세바를 간음한 것과 우리야를 살해 교사한 사건이 없었다면 다윗은 결코 죄 용서의 진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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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를 깨닫지 못했을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때로는 선하고 의롭게 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순간적인
정욕을 참지 못하고 악하고 불의한 짓을 저지르기도 한다.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우리들의 나약함을 통해 구원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 구속의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
지금 요셉은 아버지를 이집트로 모시고 오려고 한다. 너무도 효성스럽고 선한 결정이다. 하나님은 요
셉의 그런 선한 마음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집트로 내려 오게 하신다. 하지만 또한 그 때문에
이스라엘 후손 전체가 결국 이집트에서 노예의 삶을 경험하게 된다.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원대하신
뜻을 결코 알 수가 없다. 아무리 지혜로운 인간이라 해도 기껏해야 반 치 정도 알 수 있을까? 한 치 앞도
제대로 모르는 게 인간들 아닌가? 요셉 역시나 마찬가지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에 무지하다 해
도 과언이 아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생각대로 일을 처리하고 있을 뿐이다. 요셉의 소식을 듣고 이집트
로 내려갈 준비를 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
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게 애굽에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 올 것
이며…” (창 46:3~4).
어디서 많이 들어 본 듯한 말씀이다. 그렇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예언과 매우 흡
사하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겠다며 이렇게 예언하셨다.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
롭하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
15:13~14).
이집트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는 야곱의 모든 식구들이 이집트로 내려 와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방해물이나 걸림돌이 없어야 한다. 요셉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다. 인간은 인
간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현재 우리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
는 일들을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의 체험 하나하나가 쌓여 믿음을 형성해 간다.
그렇기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어떤 이론이나 경구를 익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매일 일어
나는 일상의 체험이 하나 둘 쌓여 일생 동안 형성돼 가는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일부분임을 깨달아 가고 있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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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45:14~24
ארי בִ נְ י ִָמן־אָ חִ יו וַיֵ ָ֑בְ ךְ ( (14 절) 요셉은 그의 동생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וַיִ פֹּ ל עַל־צַ ּוְ ֵ
ָאריו( 베냐민도 그의 목을 안고 울었습니다.
)ּובִ נְ י ִֵָ֔מן בָ כָה עַל־צַ ּו ָ
ֵיהָ֑ם( (15 절) 요셉은 그의 형제 모두와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וַיְ נַשֵ ק לְ כָל־אֶ חָ יו ַויֵבְ ךְ ֲעל ֶ
)וְ אַ ח ֲֵרי ֵֵ֔כן ִדבְ רּו אֶ חָ יו ִאתֹו( 이렇게 한 후에 그의 형제들은 요셉과 말했습니다.
(16 절)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리가 바로의 궁에 들렸을 때
יֹוסף(
)וְ הַ קֹּ ל נִ ְשמַ ע בֵ ית פ ְַרעֹּ ה לֵאמֵֹּ֔ ר בָ אּו אֲחֵ י ֵ ָ֑
)וַיִ יטַ ב בְ עֵינֵי פ ְַרעֵֹּ֔ ה ּובְ עֵינֵי עֲבָ דָ יו( 바로의 눈에, 그리고 그의 신하 눈에 보기 좋았습니다.
ל־יֹוסף( (17 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 ֵ
) ַוי ֹּאמֶ ר פ ְַרעֹּ ה אֶ
)אֱמֹּ ר אֶ ל־אַ חֶ יָך ז ֹּאת ע ֲָ֑שּו( 네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라:
너희 짐승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טַ עֲנּו אֶ ת־בְ עִ ְיר ֵֶ֔כם ּולְ כּו־בֹּאּו אַ ְרצָ ה כְ ָנעַן(
)(18 절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데리고 나에게 오라.
)ּוקְ חּו אֶ ת־אֲבִ יכֶם וְ אֶ ת־בָ תֵ יכֶם ּובֹּ אּו אֵ לָ ָ֑י(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의 좋은 땅을 줄 것이다.
)וְ אֶ ְתנָה ָלכֶם אֶ ת־טּוב אֶ ֶרץ ִמצְ ַ ֵ֔ריִם(
)וְ ִאכְ לּו אֶ ת־חֵ לֶב הָ אָ ֶרץ( 너희가 이 땅의 기름진 것을 먹을 것이다.
)(19 절
)וְ אַ תָ ה ֻצּוֵיתָ ה ז ֹּאת ע ֲָ֑שּו( 그리고 요셉, 너는 “이렇게 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집트 땅에서 너희 자녀들과 아내들을 위해 수레를 가져가서,
עגָלֹות לְ טַ פְ כֶם וְ לִ נְ שֵ י ֵֶ֔כם(
)קְ חּו־ ָלכֶם מֵ אֶ ֶרץ ִמצְ ַריִ ם ֲ
)ּונְ שָ אתֶ ם אֶ ת־אֲבִ יכֶם ּובָ אתֶ ם( 너희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
)(20 절
)וְ עֵינְ ֵֶ֔כם אַ ל־תָ חֹּ ס עַל־כְ לֵיכֶ ָ֑ם( 너희 눈이 너희 물건들을 신경쓰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이집트 모든 땅의 좋은 것들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כִ י־טּוב כָל־אֶ ֶרץ ִמצְ ַריִ ם ָלכֶם הּוא(
) ַו ַיעֲשּו־כֵן בְ נֵי יִ ְש ָר ֵ֔ ֵאל( (21 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עגָלֹות עַל־פִ י פ ְַר ָ֑ ֹּעה( 요셉은 바로의 말에 따라 그들에게 수레를 주었고,
)וַיִ תֵ ן לָהֶ ם יֹוסֵ ף ֲ
)וַיִ תֵ ן לָהֶ ם צֵ דָ ה לַדָ ֶרְך( 그들에게 여정을 위한 식량을 주었습니다.
)לְ ֻכלָם נָתַ ן ל ִָאיש חֲלִ פֹות ְשמָ ֹלָ֑ ת( (22 절) 요셉은 그들에게 각각 여분의 옷을 주었고,
베냐민에게는 은 300 과 여분의 옷 5개를 주었습니다.
) ּולְ בִ נְ י ִָמן נָתַ ן ְשֹלש מֵ אֹות ֵֶ֔כסֶ ף וְ חָ מֵ ש חֲלִ פֹּ ת ְשמָ ֹלת(
)ּולְ אָ בִ יו שָ לַח כְ ז ֹּאת( (23 절) 그의 아버지께는 이와 같이 보냈습니다:
)עֲשָ ָרה חֲמֹּ ִ ֵ֔רים נֹּ ְש ִאים ִמּטּוב ִמצְ ָ ָ֑ריִם( 이집트의 좋은 것들을 실은 수나귀 10마리,
그의 아버지의 여정을 위한 곡식과 떡과 음식을 실은 암나귀 10마리.
) וְ עֶשֶ ר אֲתֹּ נֹּ ת נֹּ ְשאֹּ ת בָ ר ָולֶחֶ ם ּומָ זֹון לְ אָ בִ יו לַדָ ֶרְך(
(24 절) 그는 그의 형들을 보냈고, 그들이 갈 때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שַ לַח אֶ ת־אֶ חָ יו ַויֵלֵ ָ֑כּו ַוי ֹּאמֶ ר ֲאלֵהֵֶ֔ ם(
ל־ת ְרגְ זּו בַ דָ ֶרְך( 가는 길에 다투지 마십시오.
)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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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버지 야곱을 속히 모셔오라고 말하던 요셉의 눈에 다시 동생 베냐민이 들어 왔다. 어머니가 자기 생
명과 맞바꾼 아이다. 자기의 유일한 친 동생인 베냐민은 아직도 당황한 빛이 역력하다. 그는 형들과 달
리 요셉에게 일어난 일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한다. 그 당시 나이도 어린데다가 형 요셉과 공유할만한 추
억거리도 별로 없었을 테니 말이다. 게다가 그는 여전히 은잔을 훔쳐간 도둑의 누명을 쓰고 있다. 그 은
잔의 주인이 아무리 친형 요셉이라 해도 그의 마음은 너무도 두려웠을 것이다. 요셉은 그런 베냐민에
게 다가갔다. 어쩌면 베냐민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할 지라도 요셉은 베냐민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
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베냐민도 어느덧 열 명의 아들을 둔 가장이 되었다. (창 47:21참조). 베냐
민은 비록 막내였지만 형제들 중 가장 많은 아들을 두었다. 하지만 아무리 베냐민이 열 아들의 아버지
가 되었다 해도 요셉에게는 여전히 귀엽고 사랑스런 동생이었다.
요셉은 베냐민 앞으로 다가가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와 서로 어깨가 어긋나게 목을 껴안았다.
베냐민을 끌어안는 순간 그의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설움과 기쁨이 뒤섞여 북받쳤다. 요셉도 울고
베냐민도 울었다. 두려움으로 얼어붙어 있던 베냐민의 마음도 어느새 녹아내렸다. 두 형제는 그렇게
한참을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다.
베냐민과의 감격스런 재회의 눈물을 흘린 요셉은 그의 형들과도 돌아가며 일일이 입을 맞추었다. 도
단에서 자신의 옷을 벗긴 형들을 껴안고, 마른 우물로 자기를 내던진 형들에게 입맞춤 했다. 자신을 팔
자고 제안했던 넷째형 유다, 어떻게든 자신을 구해내어 아버지께 돌려주고자 했던 맏형 르우벤, 베냐
민을 데려올 때까지 볼모로 잡혀있던 시므온과도 포옹하며 울었다. 형들은 요셉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요셉은 그런 형들을 용서했다. 그렇게 열두 형제들의 감동적인 재회는 계속되고 있었다.
이 소식은 곧바로 이집트 왕 바로에게 전해졌다. 당시 바로는 요셉과 이스라엘의 가족들에게 매우 호
의적이었다. 그렇기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을 만나게 된 기쁨은 곧 바로의 기쁨이었고, 신하들의 기쁨
이었으며 이집트 전체의 기쁨이 되었다. 바로는 요셉을 불러 이렇게 말했다.
“네 형제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하라. ‘너희 짐승에 짐을 싣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너희 아버지와 너
희 가족을 데리고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이집트의 좋은 땅을 줄 것이다. 너희가 이 땅의 기름진 것
을 먹을 것이다…(중략)… 이집트 땅에서 너희 자녀들과 아내들을 위해 수레를 가져가서 너희 아버지
를 모시고 오라. 너희 눈이 너희 물건들을 신경쓰지 않게 하라. 왜냐하면 이집트 모든 땅의 좋은 것들이
너희 것이기 때문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한 말은 모두가 진실이다. 바로는 진심으로 요셉의 일을 기뻐했고, 진심으로 요셉의
가족을 이집트로 초청했다. 하지만 웬만한 성경 독자라면 지금 바로가 하는 말을 중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가 이토록 이스라엘 가족들을 환영하며그들을 이집트로 초청한 이유
는 다 요셉 때문이다. 그가 기근을 대비해 지혜롭게 나라 살림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이런 기근 속에서
도 이집트는 양식 걱정이 없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이 기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 기근이 없었다
면 야곱과 그 아들들은 아무런 부족함을 느끼지 못했을 것이고, 이집트로 내려 올 일도 없었을 것이다.
7 년의 풍년 뒤에 곧바로 심한 기근이 찾아 오지 않았다면 요셉이 총리의 자리를 유지할 수도 없었다.
아니, 바로가 그런 이상한 꿈을 꾸지 않았다면 요셉은 총리의 자리에 오를 수도 없었을 것이다. 요셉도
7

형들에게 팔려서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오지 않았다면 요셉은 그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가는 일도 없
었을 것이다. 게다가 애초에 요셉이 이상한 꿈만 꾸지 않았더라도 형들이 요셉을 그토록 눈엣가시처
럼 여기며 그를 파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고 보면 이 모든 일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요셉이 바로왕의 전적인 신뢰를 얻고 그 덕분에
야곱과 그의 가족 모두가 환영을 받으며 이집트로 들어오게 된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그 후손들
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의 삶을 살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노예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처절하
게 경험하게 하고 그 후에 값없는 구속을 통해 그런 삶에서 해방되고 자유케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실
제로 보여주시고자 하셨다. 그들은 그 과정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다.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이 하
룻밤 새 다 죽어나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단 한 명도 죽거나 다치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
성들이 특별히 건강했거나 잘나서가 아니다. 그들이 장자의 재앙을 면한 이유는 그날 이스라엘 백성
들이 잡은 수많은 어린 양 때문이다. 심심풀이로 그날 잡은 어린 양의 숫자를 계산해 보면 성인 열 명 당
한 마리의 양을 잡았다고 쳐도 어림잡아 무려 10만 마리나 된다. 아이들까지 다 합친다면 거의 20 만 마
리에 육박했을 것이다. 이집트 전체가 장자들의 죽음으로 피비린내가 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던 고센 지방은 양의 피비린내가 진동했으리라. 하나님은 바로 그 양의 피를 보고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셨다. 그것이 유월절이다.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
해 그들을 통해 유월절의 의미를 가르치고자 하셨다.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값없이 얻게 되는 구원의 참
의미를 그들을 통해 온 세상에 보여주시고자 한 것이다. 그래야 그로부터 약 1500년 후에 오신 예수 그
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
는지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 리 없는 바로는 아무런 사심없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요셉의 아
버지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을 이집트로 초청했다. 그런데 그 초청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의
첫 페이지를 여는 역사적인 사건이 된 셈이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고 신비해서 인간
들이 이해가기가 쉽지 않다.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다. 삶 속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이나 우연처럼 보
이는 일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가는 놀라운 사건이 되기도 한다. 그렇기에 현재
우리의 삶이 아무리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을 지라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에 있다. 하나님은 이런 환란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경험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누구나 죄인이라야
만 죄 용서를 받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게 되고, 속박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야 풀려남의 의미를 알게 된
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이고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구속을 위한 첫 걸음을 이렇게 시
작하고 계신다. 바로 이집트 왕 바로의 입을 통해서 그들을 이집트로 정중하게 초청하고 있는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에게 일어난 모든 일이 하나님 안에서 우연이 아니라면 당신은 일상의 소소한 일들을 어떤 눈으
로 보게 될까요? 그런 사소한 일들이 당신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는 걸 경험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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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의 영이 살아나다(화요일)
오늘의 본문(창 45:25~28)
(25 절) 그들은 이집트에서 올라가서 가나안 땅의 그들 아버지 야곱에게 갔습니다.
() ַו ַיעֲלּו ִמ ִמצְ ָ ָ֑ריִ ם ַויָבֹּ אּו אֶ ֶרץ כְ ֵַ֔נעַן אֶ ל־ ַיעֲקֹּ ב אֲבִ יהֶ ם
(26 절) 그들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 ַויַגִ דּו לֹו לֵאמֹּ ר
아직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עֹוד יֹוסֵ ף חֵַ֔ י
또한 그는 이집트 모든 땅의 통치자입니다. ()וְ כִ י־הּוא מֹּ שֵ ל בְ כָל־אֶ ֶרץ ִמצְ ָ ָ֑ריִ ם
야곱의 마음은 어리둥절하였습니다. () ַו ָיפָג לִ ֵ֔בֹו
왜냐하면 그들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כִ י ל ֹּא־הֶ א ֱִמין לָהֶ ם
(27 절) 그러나 그들이 요셉이 그들에게 했던 모든 말들을 야곱에게 말하고,
(ָל־דבְ ֵרי יֹוסֵ ף אֲשֶ ר ִדבֶ ר ֲאלֵהֵֶ֔ ם
ִ ) וַיְ דַ בְ רּו אֵ לָיו אֵ ת כ
야곱이 그를 태우기 위해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았을 때,
(עג ֵָ֔לֹות אֲשֶ ר־שָ לַח יֹוסֵ ף לָשֵ את אֹּ ָ֑תֹו
ֲ ָ) ַוי ְַרא אֶ ת־ה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ו ְַת ָּ֕ ִחי רּוחַ ַיעֲקֹּ ב אֲבִ יהֶ ם
(28 절)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יִ ְש ָר ֵ֔ ֵאל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구나. () ַרב עֹוד־יֹוסֵ ף בְ נִ י ָחָ֑י
내가 가서 죽기 전에 그를 볼 것이다. ()אֵ לְ כָה וְ אֶ ְראֶ נּו בְ טֶ ֶרם אָ מּות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요셉과 22년만에 해후를 한 요셉의 형들과 베냐민은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갔다. 요셉의 강청도
있었고, 바로의 초청도 있었다. 형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아직도 요셉을 향한 두려움이 완전히 사그러
지지 않고 남아 있었다. 22 년 전 그들이 요셉을 팔아 넘길 때 그것으로 요셉과는 완전히 남남이 되어
영원히 만나지 않게 되기를 바랐다. 그래서 맏형 르우벤에게까지 그 사실을 숨기고 살아왔다. 아버지
야곱에게도 피 묻은 요셉의 채색옷을 보여 줌으로써 요셉이 죽었다고 믿게 만들었고 그들도 그가 차
라리 죽었기를 바랐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들 생각에도 요셉은 이미 죽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살
아 있다면 벌써 찾아 왔거나 어떤 소식이라도 듣게 되었을 텐데 말이다. 그런데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
셉이 버젓이 살아 았었다. 그것도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있었다. 이
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그들의 심경은 매우 복잡했을 것이다.
그들은 야곱에게 요셉이 살아 있음을 알렸다. 자기들이 과거에 아버지를 속인 사실은 여전히 숨긴 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살아 있다고 천연덕스레 말했다. 게다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천
하를 다스리는 지위에 올라 있다는 사실도 전했다. 아마도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이 사실을 아버지에
게 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내심 두려운 마음을 숨긴 채 그저 사실대로 전하기만 할 뿐이다. 그러고 보면
형들의 입장이 참으로 난감하게 되었다.
죄라는 것이 그렇다. 실수를 하고 잘못을 저지를 당시에는 누구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다가도 시간이
흐르면 어느덧 자연스럽게 기억에서 잊혀지게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죄가 깨끗이 없어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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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다. 앙금이 가라앉듯 잠시 의식의 기저 밑에 가라앉아 있을 뿐이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이야
기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질 때도 있다. 그러다가 그 일이 남들에게 알려지고 수치
가 드러나게 되면 죄책감은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 온 마음을 뒤헝클어 놓는다. 형들은 요셉을 팔아
넘긴 후 그가 입고 있던 채색옷을 짐승의 피로 묻히고는 요셉이 죽은 것으로 위장했다. 그들의 죄를 완
전히 숨긴 채 아버지께 거짓말을 했고 그 사실을 믿은 아버지의 절망적 오열 앞에서도 그들은 끝내 진
실을 말하지 않았다. 고백하지 않은 죄는 그 사람을 끈질기게 따라 다닌다. 무려 22년 전에 일어난 일이
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솔직히 고백하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인간이 자기 죄를 고백
하고 회개하는 일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그 때문에 사람은 평생을 죄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요셉의 생존과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은 형제들의 마음 한 구석에 처박혀 있던 죄의식을 순식간
에 부활시켰다. 한편, 요셉의 생존 소식을 전해들은 야곱은 도무지 믿기지가 않았다. 도대체 아들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도 되지 않았고 이제는 늙어서 헛소리까지 들리는가 싶어 자기 귀를
의심하기도 했다. 어떻게 이 말을 곧이 곧대로 믿을 수 있겠는가? 멍하니 자신들을 바라보고 있는 아버
지에게 다시 일의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다. 놀란 야곱은 아들들과 그 주위를 둘러 보았다.
그제서야 야곱의 눈에 화려한 수레가 들어왔고 그게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다. 그 수레는 가나안 땅에
서는 볼 수도 없는 견고하고 사치스런 수레였다. 애굽의 총리가 전국을 순시할 때 타는 바로 그 수레다.
그 화려한 수레는 지금 아들들이 그에게 하고 있는 말이 진실임을 입증해 주는 강력한 증거물이다. 그
순간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 야곱의
가슴에 주검으로 묻혀 있던 요셉이 부활한 것이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으로 인해 죄와 두려움이 부활했지만 야곱은 요셉이 부활한 기쁨으로 충만했다. 성
경은 그런 상태를 ‘아버지 야곱의 영이 살아났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사실 이 문장을 원문 그대로 번역
하면 ‘아버지가 살아났고, 야곱이 살아났으며, 그의 영이 살아났다’이다 . 아버지라는 말은 자식이 있음
을 전제로 하는 단어다. 요셉을 잃은 순간부터 야곱은 스스로 아버지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들
을 먼저 저 세상으로 보낸 죄인처럼 살아 왔다. 게다가 야곱은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황
망하게 잃은 후부터는 넋을 놓고 살았다.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니었다. 베냐민을 통해 애써 위로를 받고
자 했지만 말처럼 쉽지 않았다. 아무리 베냐민을 사랑해도 요셉의 빈 자리는 날이 갈수록 커져만 갔다.
그런데 그 요셉이 살아 있단다. 그 사실이 야곱의 정체성을 되살렸다. 이제 야곱은 다시 떳떳한 아버지
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야곱의 마음에 고이 묻어 두었던 그 요셉이 다시 살아난 것이다. 요셉은 벌
써 서른 아홉의 어엿한 가장이 되었지만 야곱에게는 아직도 열 일곱 살 앳된 소년으로 남아 있다. 믿기
힘든 일이 현실이 되자 야곱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 왔다. 마음 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형
언할 수 없는 기쁨…이런 감정은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기쁨이고 희락이다. 야곱은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했다.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아직 살아있구나. 내가 가서 죽기 전에 그를 볼 것이다.”
“족하도다!” 이 말은 기뻐 어쩔 줄 몰라서 야곱이 내밷은 최고의 표현이다. 야곱은 22년 간을 아들을 잃
은 비통함으로 고통스런 나날을 보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 있음을 알게 된 순간 22년간의 고통은 순
식간에 사라져 버렸다. 한시라도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 노구를 이끌고 이집트로 갈 채비를 해야 한
다. 야곱이 정든 땅 가나안, 게다가 약속의 땅이기도 한 가나안을 뒤로 하고 기꺼이 이집트로 가고자 하
는 이유는 단 하나다. 그곳에 물이 많고 먹을 것이 풍족해서도 아니다. 좋은 땅을 할애 받아 고생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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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살 수 있어서도 아니다. 아들이 이집트의 총리라 그 위세 때문도 더더욱 아니다. 그가 이집트로 가려
는 이유는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다. 그 소망 하나가 다리가 불편해 늘 지팡이에 의지하
며 살았던 야곱의 몸을 단번에 일으켜 세웠다. 야곱이 말한 메시지는 생명과 소망이다. ‘살아 있고 볼 것
이다!’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이 하루하루 힘든 세상을 버티며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가 아니겠는가? 우
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살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을 볼 것이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는 오
늘의 고난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죄의식 때문에 힘들어 한 적이 있습니까? 어떻게 당신은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나요?
십자가 앞에서 당신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했습니까? 그 경험으로
당신은 무엇이 변화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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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엘세바의 언약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46:1~4)
(1 절) 이스라엘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이끌고 브엘세바로 갔습니다.
(שבַ ע
ָ֑ ָ ר־לֹו ַו ָיב ֹּא בְ אֵ ָרה
ֵ֔ ֶ)וַיִ סַ ע יִ ְש ָראֵ ל וְ כָל־אֲש
그는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וַיִ זְבַ ח זְבָ ֵ֔ ִחים לֵאֹלהֵ י אָ בִ יו יִ צְ חָ ק
(2 절) 하나님께서 그날 밤 환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וי ֹּאמֶ ר אֱֹלהִ ים לְ יִ ְש ָראֵ ל בְ מַ ְראֹּ ת הַ ֵַ֔ליְ לָה ַוי ֹּאמֶ ר
야곱아, 야곱아, () ַיעֲקֹּ ב ַיעֲקָֹּ֑ ב
야곱이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제가 여기 있습니다. ()הִ נֵנִי
(3 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ו ָּ֕י ֹּאמֶ ר
나는 하나님,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אָ נֹּ כִ י הָ אֵ ל אֱֹלהֵ י אָ ִ ָ֑ביָך
너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ירא מֵ ְרדָ ה ִמצְ ַ ֵ֔ריְ מָ ה
ָ ל־ת
ִ ַ)א
내가 그 곳에서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ימָך שָ ם
ְ )כִ י־לְ גֹוי גָדֹול א ֲִש
(4 절)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갈 것이고, ()אָ נֹּ כִ י אֵ ֵרד עִ ְמָך ִמצְ ַ ֵ֔ריְ מָ ה
내가 또한 너희를 반드시 데리고 올라올 것이다. ()וְ אָ נֹּ כִ י אַ עַלְ ָך גַם־עָֹלָ֑ ה
그리고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길 것이다. (יֹוסף י ִָשית יָדֹו עַל־עֵינֶיָך
ֵ ָּ֕ ְ)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야곱은 아들 요셉을 한시라도 빨리 보고픈 탓에 마음이 다급해졌다.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해야 할 일
이 있다. 그는 언약의 후손이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아버지 이삭을 거쳐 자
신에게까지 이르렀다.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집 밧단아람으로 도망할 때 벧엘에서 자신을 만나주셨
던 그 하나님, 외삼촌 라반에게 휘둘리며 고생하고 있던 야곱에게 꿈 속에 찾아와 힘 주셨던 그 하나님,
라반의 집에서 가족을 이끌고 야반도주를 하는 길에 군대까지 보내주셔서 야곱의 길을 인도했던 그 하
나님, 형 에서가 두려워 얍복강가에서 두려움에 떨던 그를 찾아와 밤새 씨름하며 새 이름까지 주셨던
그 하나님, 세겜 땅에서 아들들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살육한 일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신에게 벧
엘의 언약을 상기시키며 그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셔
서 언약을 확신시켜 주셨다. 야곱이 아무리 잘못하고 실수해도 하나님은 늘 야곱과 함께 하셨다. 야곱
이 잘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런 야곱을 택하셨기 때문이었다.
이제 야곱은 일생일대의 중대한 경심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다. 지금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나
안 땅을 뒤로하고 이집트로 가려한다. 요셉을 잃은 후 야곱이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한 게 아니라면 지금
야곱이 사는 곳은 여전히 헤브론일 것이다. 야곱에게는 그곳이 고향이나 다름없다. 그런데 이제 그 땅
을 뒤로하고 모든 가족들을 이끌고 이집트로 가려고 한다. 죽었다고 생각한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기쁨에 그를 만나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가려 했지만 그렇다고 약속의 땅을 이렇게 떠나야 하는 야곱
의 심정이 편치는 않았을 것이다.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다. 이제 그의 나이 130살, 언제 죽을지도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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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나이다. 헤브론은 조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무덤이 있는 곳이다.
사랑하는 아내 라헬도 헤브론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베들레헴 근처에 묻혀있다. 헤브론은 자신의 고
향일 뿐 아니라 자신이 묻혀야 할 곳이기도 하다. 그러니 야곱의 고민 또한 깊었을 것이다. 하지만 야곱
은 지금 헤브론을 떠나 이집트로 가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가나안에서
는 더는 식량을 구할 수도 없는데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있는 곳 아닌가? 야곱은 노구를 이
끌고 일어나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집트로 향했다.
이집트로 가는 길목에 브엘세바라는 우물이 있다. 이곳은 이삭을 희롱했다는 이유로 사라에게 쫓겨난
이스마엘이 이 근처를 헤매다가 죽을 뻔 했을 때 하나님이 우물의 위치를 알려주어 기갈로 인한 죽음
을 면했던 곳이기도 하다. 이 브엘세바 우물은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블레셋 사람들과 맹세를
했던 우물이고, 아버지 이삭 때에 그들과 다시 맹세를 했던 우물이다. 그래서 그곳 이름이 맹세의 우물
인 브엘세바가 되었다. 야곱은 그곳을 그냥 지나치치 않았다.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맹세했던 그 우물
이 있는 브엘세바에 잠시 머물렀다. 그곳을 지나면 수르길이고 그 길을 따라 내려가면 이집트다. 브엘
세바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목에 위치하는 가나안 땅의 최남단이다. 그리고 그곳은 야곱이 아버지 이
삭을 속이고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일로 에서의 눈을 피해 하란으로 도망치던 곳이기도 하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어머니와 마지막으로 헤어졌던 그곳, 밧단아람으로 도망치기 전까지 야곱이 어린 시
절을 보냈던 바로 그 장소에 다 늙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다시 오게 된 것이다.
브엘세바에 도착한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성경은 하나님을 굳이 ‘그의 아버
지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적고 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아니고 야곱의 하나님도 아니다. 그렇다고
이삭의 하나님도 아니다. ‘그(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희생 제사를 드리고 난 그날 밤 이상
중에 야곱에게 나타나신 하나님도 스스로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셨다. 성경은 왜 야곱
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을까? 다양한 추측을 할 수 있겠지만 개인
전 소견으로는 하나님이 야곱의 장자권을 확실히 보장하고자 그렇게 하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
다. 형 대신 자기가 에서로 위장하여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그 길로 형의 눈을 피해 하란으로 갔던 야곱
이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 축복이 유효하며,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그 언약이 야곱에게 그대로 이어
지고 있음을 확증해 주시고자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닐가 싶다. 그분이 하나님이다. 인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살아갈지 몰라도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하신 언약을 잊지 않고 확증해 주신다. 우
리가 실패해서 넘어지고 쓰러져 좌절하고 있을 때, 그 실수를 눈감아 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하나
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영원히 유효하다. 그분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십
자가를 통해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과거의 실수가 발목을 잡고 있는가?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확증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죄로 인한 고통이 있는가?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리스도 안에는 오직 은혜와 평강과 자유만이 있을 뿐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에게는 무엇이 브엘세바입니까? 그 실수가 당신을 아직도 묶고 있나요?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당신은 진정으로 그 길을 찾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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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인가? 이스라엘인가?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46:1~4)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야곱에 관한 성경 기록은 다른 이들과는 훨씬 재미있는 이야기가 많다. 특히나 그 이름과 관련해서는
더욱 그렇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다. 그 이
전에도 하나님이 이름을 고쳐 주신 경우가 더러 있다.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래를 사라로 고쳐주
시고는 그들을 다시는 예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새로 고친 이름으로만 부르셨다. 그런데 유독 야곱
만은 그러지 않으신다. 어떤 때에는 이스라엘로 어떤 때에는 야곱이라 부르신다. 성경의 나레이터는
“이스라엘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이끌고 브엘세바로 갔다”고 설명한다. 그날 밤 환상 중에 ‘이스라엘’
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지 않았다. 그를 두 번 연거푸 부르셨는데 놀랍
게도 “야곱아! 야곱아!”라고 부르셨다. 밧단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온 후 세겜 땅에서 낭패를 보고
다시 벧엘로 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 이름이 야곱이지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 (창 35:10).
하나님이 벧엘에서 직접 말씀하셨다. 다시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시겠다고 말이다. 그런
데 지금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으로 부르고 계신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은 벧엘
이후 처음으로 이곳 브엘세바에서 환상 중에 다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런데 다시 야곱이라 부르신
다. 왜 그렇게 부르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를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하셨다가 이곳에서 다
시 야곱이라 부르고 계신 걸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스라엘이나 야곱이나 별반 다를 게 없을 것 같지만
성경이 굳이 이렇게 달리 기록하고 있는 데에는 그 이유가 있다. 바로 그 이름에 담긴 의미 때문이다. 야
곱은 ‘뒷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라는 뜻이다. 자기 꾀와 경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의 전형
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자기 의지가 하도 강해서
하나님조차 이겨 먹은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하나님에 의해 훈련받은 자라는 의미다. 자
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내면에는 이스라엘도 있고 야곱도 있다. 어쩌면 이런 모습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
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기도 하다. 세상에서는 자기 꾀로 살고, 자신의 욕망을 관철시키기 위해 애
를 쓴다. 영락없는 야곱이다. 그러다가도 하나님이 주신 고된 훈련을 거치고 나면 드디어 이스라엘이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야곱에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
님께 죄 용서를 받은 자들이지만 죄성까지 모두 사라진 완벽한 인간은 아니다. 제 아무리 하나님의 아
들이 되었다고 해도 육체를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한 내면의 죄성을 온전히 제거할 수는 없다. 사도 바
울은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이중적 정체성을 ‘나’라는 일인칭 대명사를 사용하여 이렇게 고백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
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
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롬 7: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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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성은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 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통제 영역을 넘어서서 존재한다. 어쩌다 선
한 행위를 하기라도 하면 어느새 마음 한 구석에 있는 교만이라는 놈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 그 선을
악으로 바꾸어 버린다. 결국에는 선도 죄요 악도 죄가 된다. 선을 행하려는 욕망 자체가 탐심을 이루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는 야곱이 여전히 함께 있다. 하나님은 야곱이 태어나고 자란
바로 이곳 브엘세바에서 또 다시 예전의 그 이름으로 그를 부르셨다. 50년도 넘은 시간이 흘렀지만 이
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살아가던 그에게 하나님은 그의 본래의 정체성을 재확인 시켜주고 계신 것이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원래 모습이 야곱임을 잊지 않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
으로 서려고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야곱의 흔적을 깨끗이 지우기란 도저히 불가
능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그의 정체성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은 후에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성품으로 인해 고민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 솔직히 말해
집밖에서의 모습과 집안에서의 모습이 다른 그야말로 두 얼굴의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그 점에서 필
자도 예외는 아니다. 목사라는 직함 때문에 더더욱 그런 모습을 보일 개연성은 높아진다. 연예인들도
마찬가지다. 공인일수록 이런 부담감은 점점 더 커져간다. 밖에서는 잉꼬부부 같은 모습을 보이던 사
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이혼을 하며 서로의 악마성을 폭로하는 장면을 메스컴을 통해 종종 목격하게
되는 것도 다 그런 이유다. 왜 사람들은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는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사람이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다.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한 그 누구도 완전해질 수 없다. 그렇기
에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자신을 발
견할 때가 많다. 누구나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들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자기 행동은 스스
로 합리화 하면서 남들에게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손가락질하며 한 치의 실수도 허용하지 않는다. 그
게 율법에 매인 인간들의 모습이다.
율법적 인간들은 야곱을 비판하거나 정죄할 때가 많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면 이
제는 야곱을 벗어나 이스라엘로 살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을 예전 이름인 야곱으로 부르신다. 이집트로 내려가던 도중에 브엘세바에 들른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
떻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등지고 이집트로 내려갈 수 있느냐고 나무라지 않으셨다. 기근 때문에, 그
리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보기 위해서 야곱은 모든 식솔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향하고 있다. 그런 그
를 하나님은 말리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이집트로 내려 가라고 명하신다. 예전에 야곱의 아
버지 이삭이 기근을 만나 그랄 땅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이집트 땅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창 26:2 참조) 것과는 대조적이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 처방을 내리시는 모습이다.
그 명령 때문에 후일에 야곱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 철저하게 굴종의 삶을 경험하게 된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낼 때까지 말이다. 이스라엘은 장밋빛 꿈을 안고 이
집트로 향하고 있지만 이집트에서 그들을 기다리는 것은 잠깐의 파라다이스일 뿐 그 후엔 길고도 지
루한 노예의 삶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처절한 노예의 삶을 통해서 야곱은 서서히 사라지고
마침내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존재인 이스라엘로 그들은 다시 태어날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거듭난 이후에 인격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당신 안에 있는 이중성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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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이 자손들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가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46:5~27
שבַ ע( (5 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일어났습니다.
) ַויָקָ ם ַיעֲקֹּ ב ִמבְ אֵ ר ָ ָ֑
이스라엘의 아들들은 그를 태우라고 바로가 보낸 수레에 그들의 아버지 야곱과 그들의 아이
들, 그들의 아내들을 태웠습니다.
עג ָָּ֕לֹות אֲשֶ ר־שָ לַח פ ְַרעֹּ ה לָשֵ את אֹּ תֹו(
)וַיִ ְשאּו בְ נֵי־יִ ְש ָראֵ ל אֶ ת־ ַיעֲקֹּ ב אֲבִ יהֶ ם וְ אֶ ת־טַ פָם וְ אֶ ת־נְ שֵ יהֵֶ֔ ם בָ ֲ
(6 절) 그들은 그들의 가축들과 가나안 땅에서 모은 재물을 가지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ת־רכּושָ ם אֲשֶ ר ָרכְ שּו בְ אֶ ֶרץ כְ ֵַ֔נ ַען ַויָבֹּ אּו ִמצְ ָ ָ֑ריְ מָ ה(
ת־מקְ נֵיהֶ ם וְ אֶ ְ
)וַיִ קְ חּו אֶ ִ
) ַיעֲקֹּ ב וְ כָל־ז ְַרעֹו ִאתֹו( 야곱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자손들,
)(7 절
)בָ נָיו ּובְ נֵי בָ נָיו ִא ֵ֔תֹו( 그의 아들들과 그와 함께 있는 그 아들들의 아들들,
)בְ נֹּ תָ יו ּובְ נֹות( 그의 딸들과 그 딸들의 딸들,
)בָ נָיו וְ כָל־ז ְַרעָ֑ ֹו( 그리고 그의 모든 자손들,
)הֵ בִ יא ִאתֹו ִמצְ ָריְ מָ ה( 그는 그들을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8 절) 이것은 이집트로 내려간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 וְ אֵ לֶה ְשמֹות בְ נֵי־יִ ְש ָראֵ ל הַ בָ ִאים ִמצְ ַריְ מָ ה ַיעֲקֹּ ב ּובָ נָ ָ֑יו(
)בְ כֹּ ר ַיעֲקֹּ ב ְראּובֵ ן(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
אּובן חֲנֹוְך ּופַלּוא וְ חֶ צְ רֹון וְ כ ְַר ִמי( (9 절) 르우벤의 아들: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
)ּובְ נֵי ְר ֵ ָ֑
(10 절) 시므온의 아들: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할, 가나안 여자의 아들 사울.
) ּובְ נֵי ִש ְמעֹון יְ מּואֵ ל וְ י ִָמין וְ אֹּ הַ ד וְ יָכִ ין וְ צָֹּ֑ חַ ר וְ שָ אּול בֶ ן־הַ כְ ַנעֲנִית(
ּומ ָר ִרי( (11 절) 레위의 아들: 게르손, 그핫, 므라리.
)ּובְ נֵי ל ִֵוָ֑י ג ְֵר ָּ֕שֹון קְ הָ ת ְ
) ּובְ נֵי יְ הּודָ ה עֵר וְ אֹונָן וְ שֵ לָה ָופ ֶֶרץ וָזָ ָ֑ ַָ֑רח( (12 절) 유다의 아들: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
) ַויָמָ ת עֵר וְ אֹונָן בְ אֶ ֶרץ כְ ֵַ֔נעַן(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습니다.
)וַיִ הְ יּו בְ נֵי־פ ֶֶרץ חֶ צְ רֹון וְ חָ מּול( 베레스의 아들: 헤스론, 하물.
)ּובְ נֵי יִ שָ שכָ ָ֑ר תֹולָע ּו ֻפּוָה וְ יֹוב וְ ִש ְמרֹון( (13 절) 잇사갈의 아들: 돌라, 부와, 욥, 시므론.
)ּובְ נֵי זְבּולֻ ָ֑ן סֶ ֶרד וְ אֵ לֹון וְ יַחְ לְ אֵ ל( (14 절) 스불론의 아들: 세렛, 엘론, 얄르엘.
(15 절) 이들은 밧단아람에서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아들들입니다.
)אֵ לֶה בְ נֵי לֵאָ ה אֲשֶ ר יָלְ דָ ה לְ ַיעֲקֹּ ב בְ פַדַ ן א ָ ֲֵ֔רם(
그의 딸 디나를 포함하여, 모든 남자와 여자의 수: 33명.
ֹלשים וְ שָ ֹלש(
)וְ אֵ ת ִדינָה בִ ָ֑תֹו כָל־ ֶנפֶש בָ נָיו ּובְ נֹותָ יו ְש ִ
(16 절) 갓의 아들: 시뵨, 학기, 수니,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
ֲרֹודי וְ אַ ְראֵ לִ י(
) ּובְ נֵי ֵ֔ ָגד צִ פְ יֹון וְ חַ גִ י שּונִ י וְ אֶ צְ בָֹּ֑ ן ע ִֵרי ַוא ִ
(17 절) 아셀의 아들: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 그들의 누이 세라.
) ּובְ נֵי אָ שֵ ר יִ ְמנָה וְ יִ ְשוָה וְ יִ ְשוִ י ּובְ ִריעָה וְ שֶ ַרח אֲחֹּ ָ ָ֑תם(
)ּובְ נֵי בְ ִרי ֵָ֔עה חֶ בֶ ר ּומַ לְ כִ יאֵ ל( 브리아의 아들: 헤벨, 말기엘.
(18 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실바의 아들들입니다.
)אֵ לֶה בְ נֵי זִלְ ֵָ֔פה אֲשֶ ר־נָתַ ן לָבָ ן לְ לֵאָ ה בִ ָ֑תֹו(
ֶש ֵרה ָנפֶש( 이렇게 그녀는 야곱에게 낳았습니다: 16명.
)וַתֵ לֶד אֶ ת־אֵ לֶה לְ ַיעֲקֵֹּ֔ ב שֵ ש 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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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절)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요셉, 베냐민. ()בְ נֵי ָרחֵ ל אֵ שֶ ת ַיעֲקֵֹּ֔ ב יֹוסֵ ף ּובִ נְ י ִָמן
(20 절) 그리고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이집트에서요셉에게 낳은 므낫세, 에브라임.
(ת־מנַשֶ ה וְ אֶ ת־אֶ פְ ָריִם
ְ ֶת־פֹוטי פ ֶַרע כֹּ הֵ ן אָֹּ֑ ן א
ִ
ַ)וַיִ ָּולֵד לְ יֹוסֵ ף בְ אֶ ֶרץ ִמצְ ַריִם אֲשֶ ר יָלְ דָ ה־לֹו אָ ְס ֵַ֔נת ב
(21 절) 베냐민의 아들: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뭅빔, 훕빔, 아릇.
() ּובְ נֵי בִ נְ י ִָמן בֶ לַע וָבֶ כֶר וְ אַ ְש ֵ֔ ֵבל ג ֵָרא וְ ַנעֲמָ ן אֵ חִ י ָו ָ֑ר ֹּאש מֻפִ ים וְ חֻפִ ים וָאָ ְר ְד
(22 절) 이들은 야곱에게 낳은 라헬의 아들들입니다: 모두 14 명.
() אֵ לֶה בְ נֵי ָרחֵֵ֔ ל אֲשֶ ר יֻלַד לְ ַיעֲקָֹּ֑ ב כָל־ ֶנפֶש אַ ְרבָ עָה עָשָ ר
(23 절) 단의 아들: 후심. (ֻשים
ִ )ּובְ נֵי־דָ ן ח
(24 절) 납달리의 아들: 야스엘, 구니, 예셀, 실렘. ()ּובְ נֵי נַפְ תָ ִ ָ֑לי יַחְ צְ אֵ ל וְ גּונִ י וְ יֵצֶ ר וְ ִשלֵם
(25 절)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빌하의 아들들입니다.
() אֵ לֶה בְ נֵי בִ לְ הֵָ֔ ה אֲשֶ ר־נָתַ ן לָבָ ן לְ ָרחֵ ל בִ ָ֑תֹו
이렇게 그녀는 야곱에게 낳았습니다: 모두 7 명. ()וַתֵ לֶד אֶ ת־אֵ לֶה לְ ַיעֲקֹּ ב כָל־ ֶנפֶש ִשבְ ָעה
(26절)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을 제외하고,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들어간 그의 모든 직계 가족: 모두
66 명. ()כָל־הַ ֶנפֶש הַ בָ אָ ה לְ ַיעֲקֹּ ב ִמצְ ַריְ מָ ה יֹּ צְ אֵ י יְ ֵרכֵ֔ ֹו ִמלְ בַ ד נְ שֵ י בְ נֵי־ ַיעֲקָֹּ֑ ב כָל־ ֶנפֶש ִש ִשים וָשֵ ש
(27 절)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아들: 2 명. ()ּובְ נֵי יֹוסֵ ף אֲשֶ ר־יֻלַד־לֹו בְ ִמצְ ַריִ ם ֶנפֶש ְשנָ ָָ֑֑יִם
이집트로 들어간 야곱의 모든 가족: 모두 70명. ()כָל־הַ ֶנפֶש לְ בֵ ית־ ַיעֲקֹּ ב הַ בָ אָ ה ִמצְ ַריְ מָ ה ִשבְ עִ י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일어났다. 히브리어 성경은 ‘바야캄 야아콥’ () ַויָקָ ם ַיעֲקֹּ ב
으로 시작한다. 직역하면 ‘야곱이 일어났다.’ 는 말이다. 히브리적 사고 체계에서 ‘일어난다’는 것은 단
지 앉은 자세에서 일어서는 행동 그 이상을 의미한다. 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익숙한 것으로부
터 떠나 새로운 모험이 시작됨을 의미한다. 인생의 한 장(chapter)을 마무리하고 다른 장(chapter)를 여는
순간을 뜻하는 표현이다. 그렇기에 야곱에게는 지금까지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 그를 기다
리고 있을 것이다. 앞으로 펼쳐질 삶이 즐겁고 기쁜 낙원이 되든 높은 파고와 격랑이 이는 고난이 되든,
야곱의 삶은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리라는 것을 의미한다.
브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거하며 살았던 곳이다. 그리고
야곱이 붉은 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갈취한 곳이고, 앞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를 속여 형의 축복
권을 따냈던 곳이다. 어느 날 야곱은 그곳을 떠났다. 그가 브엘세바를 떠날 때에 성경은 ‘바에가아 야
아콥’ () ַוי ֵֵצֵ֥א ַיעֲקֹֹּ֖ ב이라 기록하고 있다. 이 말은 ‘야곱이 나왔다’라는 의미다. 야곱이 브엘세바로부터 도
망쳤다. 자기 욕심으로 인해 저지른 일을 자기가 수습할 도리가 없어서 무작정 살기 위해 도망쳤다. 그
가 도망침으로 인해 이삭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났다. 둘째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밧단아람으로 떠나
돌아올 기약이 없고 맏아들 에서는 ‘홧김에 서방질’이라고 대놓고 일탈을 저질렀다. 이미 가나안 여자
들과 혼인하여 부모들의 속을 썩인 그가 이번엔 이삭의 배 다른 형제 이스마엘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
다. 그렇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나오자 이삭의 집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갔다.
야곱은 다시 브엘세바에서 일어났다. 이번은 전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다. 사고를 쳐서 도망가는 건
더더욱 아니다. 그는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집트
로 가란다. 사실 야곱은 한편으로 매우 두려웠을 것이다. 익숙한 곳에서 떠나 전혀 새로운 땅으로 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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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두려웠고, 낯선 사람들이 두려웠다. 인생을 조용히 정리할 시점에 또 다시 떠돌이 삶을 시작
해야 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웠겠는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
이 그와함께 할 것이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무엇보다 반드시 가나안 땅으
로 되돌아 오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잊지 않으셨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야곱은 용기를 얻었다.
야곱은 노구를 일으켰다. 드디어 결심이 섰다. ‘그래 이집트로 내려가자. 그곳에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 그분만 믿고 갈 뿐이다.’ 아들들은 일어서는 아버지 야곱
을 부축해서 수레에 태웠다. 아들 요셉이 보내준 화려한 수레에 야곱뿐 아니라 아이들과 여자들도 함
께 태웠다. 그들이 애써 모은 재물들과 가축들을 몰고 이집트로 갔다. 성경은 야곱이 이끌고 간 가족들
의 숫자를 모두 칠십 명이라고 기록하고 있다. 요셉 가족을 제외한 야곱의 직계 가족이 66명, 요셉과 그
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리고 야곱까지 4명을 합치면 모두 70 명이다. 물론 야곱의 며느리들은
이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 여자들까지 모두 포함할 경우 그 수는 훨씬 많아진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미 이집트에 와서 총리까지 지내고 있는 요셉은 물론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두 아들까지 이집트
로 들어간 야곱의 가족에 포함시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경은 그 명단에 요셉의 가족까지 다 넣음으
로써 어디서 태어나고 어디서 살았건 상관없이 약속의 자녀 모두를 한데 아우르고 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장소 개념은 인간의 장소 개념과 다르다. 이집트에 살고 있어도 하나님 입장에서 보
면 요셉은 가나안에 있는 자다. 요셉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들어온 후에도, 그가 보디
발의 집에서 종노릇할 때에도, 모함을 받아 감옥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세
상을 호령할 때에도 하나님에게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는 자였다. 그는 먼저 이집트에 와서 살고 있었
지만 실제로는 언약의 아들 야곱이 이집트로 들어 올 때 함께 이집트로 온 자다. 요셉이 낳은 아들들, 태
어나서 한 번도 이집트 땅을 떠나 본 적이 없던 므낫세와 에브라임도 70명의 일원이 되어 이집트로 들
어 온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관이다. 하나님은 천국 백성을 개별적으로 구원하여 한 사람 한 사
람 인도하시지만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는 차원의 단수로 인식하기도 하신다. 야곱이 낳은 아
들들은 열 둘이고 또 그들에게서 수많은 후손들이 태어났지만 그들은 모두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의 이
스라엘이다. 레아에게서 태어났든 라헬에게서 태어났든, 혹은 여종의 몸에서 태어났든 심지어 이집트
의 여인에게서 태어난 자녀든 아무런 차별이 없다. 하나님은 그 모두를 동일한 하나의 이스라엘로 바
라보신다. 교회가 그렇다. 사실 교회 안에는 이런 저런 차별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교회도 세상과
다를 바 없이 사람들을 직업과 학연, 지연 등으로 서로 갈라치기 하는 일이 다반사다. 하지만 하나님 눈
에는 모든 성도가 다 동일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선언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
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 3:28~29).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그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그런 변화된 삶 속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워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당신에게 어떤 기쁨을 주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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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센에서의 부자상봉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46:28~34)
(28 절) 야곱은 유다를 그 앞에서 고센으로 인도하도록 요셉에게 그보다 먼저 보냈습니다.
(ל־יֹוסף לְ הֹורֹּ ת לְ ָפנָיו ָ֑ ֹּג ְשנָה
ֵ ֵ֔
ֶ)וְ אֶ ת־יְ הּודָ ה שָ לַח לְ ָפנָיו א
그들은 고센 땅에 들어갔습니다. () ַויָבֹּ אּו אַ ְרצָ ה גֹּ שֶ ן
(29 절) 요셉은 그의 병거를 준비하고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만나기 위해 고센으로 올라갔습니다.
() ַוי ְֶאסֹּ ר יֹוסֵ ף מֶ ְרכַבְ ֵ֔תֹו ַו ַיעַל לִ קְ ַראת־יִ ְש ָראֵ ל אָ בִ יו ָ֑ ֹּג ְשנָה
그는 야곱을 보고 그의 목을 끌어 안고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אריו עֹוד
ָ ָאריו ַויֵבְ ךְ עַל־צַ ּו
ֵ֔ ָ ) ַוי ֵָרא אֵ לָיו וַיִ פֹּ ל עַל־צַ ּו
(30 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יִ ְש ָראֵ ל אֶ ל־יֹוסֵ ף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אָ מּותָ ה הַ פָ ָ֑ עַם
아직 살아있는 네 얼굴을 보았으니, (עֹודָך חָ י
ְ אֹותי אֶ ת־ ָפ ֵֶ֔ניָך כִ י
ִ )אַ ח ֲֵרי ְר
(31 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יֹוסֵ ף אֶ ל־אֶ חָ יו וְ אֶ ל־בֵ ית אָ ִֵ֔ביו
제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전할 때 그에게 말하겠습니다.
(עלֶה וְ אַ גִ ידָ ה לְ פ ְַר ָ֑ ֹּעה וְ אֹּ ְמ ָרה אֵ ֵָ֔ליו
ֱ ֶ)א
가나안 땅에 있던 제 형제들과 제 아버지의 가족들이 제게로 왔습니다.
()אַ חַ י ּובֵ ית־אָ בִ י אֲשֶ ר בְ אֶ ֶרץ־כְ ַנעַן בָ אּו אֵ לָי
(32 절)
이 사람들은 목자들입니다. ()וְ הָ ֲאנ ִָשים רֹּ עֵי ֵ֔צ ֹּאן
그들은 가축을 돌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כִ י־אַ נְ שֵ י ִמקְ נֶה הָ יָ֑ ּו
그들의 양과 소와 그들의 모든 소유를 그들이 가지고 왔습니다.
()וְ צ ֹּאנָם ּובְ קָ ָרם וְ כָל־אֲשֶ ר לָהֶ ם הֵ בִ יאּו
(33 절)
그리고, 바로가 여러분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
() וְ הָ ָָּ֕יה כִ י־יִ קְ ָרא ָלכֶם פ ְַר ָ֑ ֹּעה וְ אָ מַ ר מַ ה־מַ עֲשֵ יכֶם
(34 절)
여러분은 말씀하십시오: () ַואֲמַ ְרתֶ ם
주의 종들은 저희와 저희 조상 모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가축을 돌보는 사람
들입니다. (עּורינּו וְ עַד־ ֵַ֔עתָ ה גַם־ ֲאנַחְ נּו גַם־אֲבֹּ ֵ ָ֑תינּו
ֵ ְ) אַ נְ שֵ י ִמקְ נֶה הָ יּו עֲבָ דֶ יָך ִמנ
그러면 여러분은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될 것입니다. ()בַ עֲבּור תֵ ְשבּו בְ אֶ ֶרץ ֵֹּ֔גשֶ ן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이 모든 가축 돌보는 사람을 혐오하기 때문입니다.
()כִ י־תֹועֲבַ ת ִמצְ ַריִ ם כָל־רֹּ עֵה צ ֹּאן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야곱은 유다를 그보다 앞서 요셉에게로 보냈다. 그들을 고센으로 인도하고 요셉과 고센에서 만나자
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야곱은 왜 고센을 택해서 그리로 가고자 했을까? 알다시피 고센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가 된 것은 요셉의 계획 때문이었다. 요셉이 형들에게 아버지와 가족들을 모셔 오라
고 했을 때 특별히 고센 땅을 미리 지정해 두었다. 요셉은 비옥한 나일강의 삼각주 맨 끝에 위치하여 가
나안 땅에서도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고센 지방을 의도적으로 택했다. 그리고 그곳은 자신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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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는 수도 멤피스에서도 가깝기 때문에 언제든 아버지를 보러 갈 수 있었다. (창 45:10참조). 게다가
땅이 비옥하여 목축을 하는 그들이 거주하기에 딱 좋은 곳이었다.
고센은 ‘접근하다’ (approaching)라는 뜻이다. 가나안 땅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이고, 요셉이 있는 멤피스
에서도 접근이 용이한 곳이다. 야곱과 요셉은 고센에서 꿈에도 그리던 부자 상봉을 했다. 요셉이 집을
떠난지 22년 만이다. 아버지 야곱은 그 동안 요셉이 죽었다고 믿고 살아왔다. 하지만 야곱의 마음 속에
는 요셉은 여전히 열 일곱의 앳된 소년으로 남아 있었다. 그런 요셉이 이제 중년의 나이가 되어 바로의
왕궁이 있는 멤피스에서 고센으로 아버지를 만나러 왔다. 야곱은 요셉을 본 순간 자신의 마음 속에 살
아 있던 요셉이 실제로 부활했다고 여길 만큼 엄청난 감격과 기쁨으로 목놓아 울었다. 22년 만에 아버
지를 만나는 요셉의 마음도 그랬으리라. 성경은 요셉이 야곱을 보고 그의 목을 끌어 안고 오랫동안 울
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창 46:29 참조).
아버지와 감격스런 상봉을 한 요셉은 마음을 추스르고 형제들에게 당부의 말을 했다. 그들이 바로 앞
에섰을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바로가 하는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에 관해 소상하
게 일러 주었다. 요셉은 바로에게 그들을 가축을 돌보는 자들이라고 말해놓을 테니 나중에 바로가 그
들에게 생업이 뭐냐고 묻거든 ‘가축을 돌보는 사람’이라고 말하라고 단단히 일러 두었다.
그렇게만 말하면 그들은 분명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될 거라고 했다.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가축 돌
보는 사람들을 혐오하기 때문에 그들을 수도인 멤피스에 살게 하지 않고 고센 지방에 살도록 할 것이
라고 했다. 요셉이 말하는 가축은 집에서 목축하는 모든 동물을 의미하지 않는다. 소나 양처럼 주로 방
목을 하는 동물들을 말한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런 동물 자체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목축하는
사람들을 싫어했다. ‘혐오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에바’ ()תֹועֵבָה다. ‘토에바’는 단순히 개인적
인 기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종교적인 뜻을 내포하고 있는 단어다. 단지 개인적인 취향 때문에 가
축 자체를 싫어한 것이 아니라 목축하는 모든 사람들을 종교적으로 차별하듯 혐오했다는 뜻이다.
이스라엘인들은 처음부터 이집트인과는 물과 기름처럼 함께 동거할 수 없는 그룹이라는 것을 암시하
고 있다. 이집트에 와서 22년을 살면서 총리에까지 이른 요셉도 그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 그는 자기 이름을 이집트식 이름으로 바꾸었고, 이집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여 이집트
인으로 살았다. 히브리어를 알아도 형들을 만났을 때 이집트어만 썼고 그 때문에 중간에 통역을 두었
다. 요셉은 완전한 이집트 사람으로 살았다. 그렇기에 이집트 사람들의 생각을 누구보다 잘 안다. 요셉
은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아브라함 때부터 살아온 삶의 방식을 이제와서 바꾸라 할 수도 없었고 그럴
생각도 없었다. 그것은 히브리인들 고유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그 삶은 아브라함, 이삭, 야
곱으로 이어져 내려 오는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 방식이었기 때문이다.
목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거주지를 옮겨 다녀야 하는 직업이다. 짐승들에게 풀을 먹이
기 위해 집을 떠나 노숙도 해야 하고, 목초지를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 다녀야 한다. 우물이 마르면 다른
곳으로 옮겨 다시 우물을 파야 한다. 모든 삶의 중심이 소와 양떼들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원래부터 떠
돌이 삶을 굉장히싫어했다. 그들은 강가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으며 살았다. 나일강은 상류로부터 비
옥한 토사를 실어다가 하류에 가득 쌓아 놓는다. 그렇기에 비옥한 땅과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한 이집
트인들은 굳이 떠돌이 삶을 살 필요가 없었다. 당연히 그들의 눈에 목축하는 자들은 경멸과 혐오의 대
상이고 그런 그들과는 함께 살기를 꺼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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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고센 땅으로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작부터 이집트인에게 환영의 대상이기보다는 멸시
와 혐오의 대상이었다. 그런 그들이 일시적으로나마 환대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있는 요셉 때문이었다. 하지만 요셉이 죽은 후에는 그들은 더 이상 그런 삶을 살 수
없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노예의 처지가 되어 그들은 이집트에서 갖은 멸시
와 혐오를 견뎌내야 했다. 택한 백성들에게 이집트는 그런 곳이다. 하나님의 아들도 그랬다. 그분이 인
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어느 누구도 그를 환영하지 않았다.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의
한 허름한 집이다. 예수님을 낳은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누일 곳이 없어 짐승의 구유에 뉘었다. 당
시 유대땅을 다스리던 헤롯왕은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다. 하나님을
누구보다 잘 믿는다고 하는 종교지도자들도 사사건건 예수님을 대적했고,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박았
다. 당시에 유대 기득권자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환대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었다. 우
리들의 처지도 마찬가지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 아무리 선을 행한다
고 해도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것이라고 예
언하셨다. 물과 기름처럼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결코 섞일 수가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들
이 꺼리고 멸시하는 삶을 살게 돼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영광스런
하늘 나라의 시민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이 땅에서는 정착민에서 나그네로 삶의 형태가 바뀌게 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고센에서 아버지 야곱과 아들 요셉이 상봉했다. 22년만의 이산 가족 상봉이니 얼마나 기쁜 일인가? 잠
시 이들과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건 좋은 일이다. 하지만 마냥 즐거워 할 수만은 없는 것은 이집트 사람
들 모두가 이들을 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 그들에게 멸시와 혐오의 대상
인 까닭이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의 자질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지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바로 그 진리 때문이다. 당신에게는 그 진리가 있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을 믿고 난 후 당신은 예전에 없던 관계의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
까요? 당신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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