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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의 기쁨 (주일)
오늘의 본문 (창 48:8~12)
(8 절)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말했습니다. (יֹוסף ַוי ֹּאמֶ ר
ֵ֑ ֵ ) ַוי ְַרא יִ ְש ָראֵ ל אֶ ת־בְ נֵי
이들은 누구냐? () ִמי־אֵ לֶה
(9 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יֹוסֵ ף אֶ ל־אָ ִִ֔ביו
이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בָ נַי הִֵ֔ ם אֲשֶ ר־נָתַ ן־לִ י אֱֹלהִ ים בָ זֶ ֵ֑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אמר
ַ ַ֕ ) ַוי
그들을 내게 데려와라. 내가 그들을 축복할 것이다. ()קָ חֶ ם־נָא אֵ לַי ַואֲבָ רֲ כֵם
(10 절) 이스라엘은 나이 때문에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וְ עֵינֵי יִ ְש ָראֵ ל כָבְ דּו ִמ ִֹּ֔זקֶ ן ל ֹּא יּוכַל לִ ְר ֵ֑אֹות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이스라엘에게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 ַו ַיגֵש אֹּ תָ ם אֵ ִָ֔ליו
이스라엘은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았습니다. ()וַיִ שַ ק לָהֶ ם וַיְ חַ בֵ ק לָהֶ ם
(11 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ל־יֹוסף
ֵ ִ֔
ֶ) ַוי ֹּאמֶ ר יִ ְש ָראֵ ל א
나는 네 얼굴을 보게 될 것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 ְראֹּ ה ָפנֶיָך ל ֹּא פִ לָ ֵ֑לְ ִתי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로 네 자손까지도 보게 하셨구나.
()וְ הִ ֵנה הֶ ְראָ ה אֹּ ִתי אֱֹלהִ ים גַם אֶ ת־ז ְַרעֶָך
(12절) 요셉은 그들을 아버지의 무릎에서 물러나게 하고, 아버지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였습니다.
(ַיִשתַ חּו לְ אַ פָיו אָ ְרצָ ה
ְ )וַיֹוצֵ א יֹוסֵ ף אֹּ תָ ם מֵ עִ ם בִ ְרכָ ֵ֑יו 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물었다. 지금까지 요셉의 아들들 즉,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자
신의 아들로 삼겠다고 한 이스라엘이 정작 요셉과 함께 온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보고는 그들이 누구
인지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다. 눈이 어두워서 요셉 곁에 있는 두 아이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사
실조차 몰랐던 것이다. 정황상 이스라엘은 지금 요셉에게 얘기를 꺼내기 훨씬 전부터 그들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음이 분명하다.
이스라엘은 늙었고 눈까지 어두웠기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얼굴조차 분간할 수 없는 상태였다. 이
상황은 이스라엘의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 앞을 보지 못하는 바람에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고 그
를 축복했던 상황을 연상케 한다.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두 아들, 아니 이제는 자신의 양자가 되어
앞으로 다른 아들들과 함께 당당하게 각각의 지파를 형성하게 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흐릿한 실루
엣처럼 이스라엘 앞에 서 있다. 요셉이 말한다.
“이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아들들입니다.”
요셉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아들’이라고 표현했다. 억울하고 힘든 역경의 삶을 보내던
요셉이 그들을 낳고 비로소 지난날의 고통을 잊고 삶의 결실을 누릴 수 있었다. 그렇기에 그 두 아들
은 요셉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들이다.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온 요셉의 삶은 고난 그 자체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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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말단 종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 들어간 그는 특유의 성실함과 지혜로움으로 보디발의 집을 총
괄하는 자리에까지 올랐다. 젊은 나이에 사상 유래없는 초고속 승진을 한 셈이다. 하지만 그런 그의 지
위는 오래 가지 못했다.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요셉을 유혹했다. 그러다 마침내 노골적이고 집요하
게 매달리는 그녀에게서 벗어나려고 겉옷까지 벗겨지게 된다. 그로 인해 요셉은 옥에 갇혔다. 그리고
기약없는 옥살이를 했다. 종에서 이집트 시위대장 집의 총괄집사의 자리에까지 올랐다가 다시 죄인
으로 감옥에 갇혔다. 그리고 그의 나이 30세, 형들의 손에 의해 팔린지 13년만에 일인지하 만인지상
의 자리인 이집트 총리에 오르게 된다. 그는 이집트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과 결혼을 했고 그 사
이에서 두 아들을 얻었다. 첫아들 므낫세를 낳고 비로소 그는 과거의 아픔을 씻어낼 수 있었고 둘째 아
들 에브라임을 얻은 후에는 드디어 삶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도 깨달았다. 두 아들을 통해 그는 하나님
이 자기를 잊지 않고 돌보고 계시며 자기를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까지 이르게 했음을 알게 되었다.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하겠다고 했다. 사실 축복은 아버지만이 가진 특별한 권한이다. 아브라
함은 이삭을 축복했고, 이삭은 야곱을 축복했다. 그리고 야곱은 그의 열두 아들들을 일일이 축복한다.
지금까지 할아버지가 손자를 축복한 예는 없었다. 물론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것을
단지 할아버지의 손자 사랑으로 가볍게 이해하고 넘길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을 단지 그런
인간적 사랑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미 이스라엘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양자로 선언했다.
요셉이 더 이상 이들을 자기 아들이라 주장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한 축
복은 손자에게 한 축복이라기보다는 당당하게 야곱의 기업을 물려받을 아들에게 한 축복인 것이다.
요셉은 앞을 못 보는 아버지를 배려해서 두 아들을 아버지 곁으로 바싹 잡아당겼다. 희미하게나마 손
자들의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할아버지 이스라엘 곁에 바싹 붙어 앉았고
야곱은 그들에게 입을 맞추고 안았다.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묘한 감정이 이스라엘의 마음 깊은 곳에
서부터 흘러나왔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을 만났고 이제 그가 낳은 아들들을 자기 아들 삼아 안고
있다. 인생이란 참으로 묘하다. 펄펄 날아 다니며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젊은 날에는 결코 맛볼
수 없는 감정을 이리 죽음을 눈 앞에 두고서야 느낄 수 있으니 말이다.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
을 정리하고 있는 셈이다. 죽음을 앞둔 그에게는 자기 아들들을 일일이 축복하며 하나님께 그들의 앞
날을 부탁하는 일만 남았다. 그는 지금 하나님이 할아버지 때부터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떠나 앞으로
그의 후손들이 고된 노예로 살아가야 할 이집트 땅에 와 있다. 그리고 요셉이 처음으로 낳은 두 아들
을 자신의 양자로 삼고 그들을 축복하고자 한다. 야곱이 그들을 축복하려고 손을 뻗치는 그 순간 그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는 무엇 하나 남들에게 내놓고 자랑할 만한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 삶을 살았다.
사실 세상의 잣대로는 그가 누구를 축복한다는 것 자체가 민망한 일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야
곱을 택하셨고 마침내 이스라엘이 되었다. 그는 자신의 삶을 치열하게 살았고 그 삶을 마감하는 지금
이 시점에 하나님의 유업의 바통을 이어받을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다. 비록 그의 삶이 명예롭지 못했
어도 그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손을 뻗치는 그
에게 진정한 기쁨이 찾아왔다. 이제야 비로소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것이다.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 젊은 날을 돌이켜 보자. 그의 삶에서 무슨 하나님의 택한 자녀의 향기가
나는가? 급할 땐 하나님을 찾다가도 형편이 조금 나아지나 싶으면 금세 자기 꾀에 매달렸다. 인간은
누구나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능력이 남아있으면 남에게 의지하기보다는 제 힘에 의지하게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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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인지상정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힘빼기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자신의 능
력과 실력을 의지한다. 말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다고 하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 자랑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신의 업적을 인정
해주지 않거나 무시하게 되면 내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분노가 치밀게 마련이다. 그것이 인간이다.
다만 그런 모습을 가리기 위해 가면을 쓰고 살아갈 뿐이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인생이라는 훈련장
에 넣으시고, 이런 저런 과정을 거치게 하면서 훈련해 가신다. 결국 인간은 스스로의 힘을 점점 내려
놓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부분이 점점 늘어가게 된다. 아마도 인간은 죽음을 눈 앞에 두고
서야 비로소 끝까지 움켜쥐고 있던 주먹을 펴게 되는 게 아닐까?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신앙이다. 신
앙은 특별한 어떤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에 의해 나의 능력이 점점 잠식돼가는 과정
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에게 내려놓음이란 무엇입니까? 당신은 진정 스스로 뭔가를 내려놓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가항력적인 힘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내려놓게 되었나요? 그 과정에서 당신은 무엇을 깨닫게 되었습
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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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운명을 재연하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48:13~16)
(13 절) 요셉은 그의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ימינֹו ִמ ְשמ ֹּאל יִ ְש ָר ִ֔ ֵאל
ִ ִת־שנֵיהֶ ם אֶ ת־אֶ פְ ַריִ ם ב
ְ ֶ)וַיִ קַ ח יֹוסֵ ף א
그의 왼손으로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을 향하게 하여,
(ימין יִ ְש ָר ֵ ֵ֑אל
ִ ת־מנַשֶ ה בִ ְשמ ֹּאלֹו ִמ
ְ ֶ)וְ א
아버지 가까이 데려갔습니다. () ַו ַיגֵש אֵ לָיו
(14 절) 이스라엘이 그의 오른손을 뻗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그는 둘째입니다.)
()וַיִ ְשלַח יִ ְש ָראֵ ל אֶ ת־יְ ִמינֹו ַויָשֶ ת עַל־ר ֹּאש אֶ פְ ַריִ ם וְ הּוא הַ צָ ִ֔ ִעיר
그리고 그의 왼손을 므낫세의 머리에 (얹었습니다.) (ַשה
ֵ֑ ֶ ת־שמ ֹּאלֹו עַל־ר ֹּאש ְמנ
ְ ֶ)וְ א
그는 므낫세가 첫째인데도 그의 손을 엇갈리게 얹었습니다. () ִשכֵל אֶ ת־י ִ֔ ָָדיו כִ י ְמנַשֶ ה הַ בְ כֹור
(15 절) 그가 요셉에게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אמר
ֵ֑ ַ )וַיְ בָ ֶרְך אֶ ת־יֹוסֵ ף ַוי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걸음 앞에 계셨던 하나님,
() הָ אֱֹלהִ ים אֲשֶ ר הִ ְתהַ לְ כּו אֲבֹּ תַ י לְ ָפנָיו אַ בְ ָרהָ ם וְ יִ צְ חִָ֔ ק
오늘날까지 내 삶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עֹודי עַד־הַ יֹום הַ זֶה
ִ ֵ)הָ אֱֹלהִ ים הָ רֹּ עֶה אֹּ ִ֔ ִתי מ
(16 절)
모든 악에서 나를 건지신 천사, (ָל־רע
ָ )הַ מַ לְ אָ ְך הַ גֹּ אֵ ל אֹּ ִתי ִמכ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יְ בָ ֵרְך אֶ ת־הַ נְ ע ִָרים
이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고,
() וְ יִ קָ ֵרא בָ הֶ ם ְש ִִ֔מי וְ שֵ ם אֲבֹּ תַ י אַ בְ ָרהָ ם וְ יִ צְ ָחֵ֑ק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그 수가 매우 많아지기 바랍니다. ()וְ יִ ְדגּו לָרֹּ ב בְ קֶ ֶרב הָ אָ ֶרץ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드디어 이스라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시간이 되었다. 요셉은 므낫세를 아버지의 오른
편에, 에브라임을 왼편에 향하도록 해서 아스라엘 곁으로 데려갔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의 오른 손
을 뻗어서 왼편에 앉은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었다. 그러고는 왼손을 뻗어 오른편에 앉은 므낫세의 머
리에 얹었다. 순간 이스라엘의 팔이 서로 엑스(X)자를 이루며 불편하고 어색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이
스라엘이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맏아들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는 순간 이들의 서열
은 뒤바뀌고 만다. 알다시피 성경에서 장자권은 출생 순서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장자권은 아버
지가 결정한다. 따라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아버지인 요셉이 결정하면 될 일이다. 하지만 에브라임
과 므낫세를 이스라엘이 양자로 지정했기에 이들의 서열을 결정하는 것도 이스라엘의 손에 달렸다.
장자권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은 할 말이 없는 자다. 그는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장자권을 가로챘다. 그
는 둘째 아들로 태어났다. 물론 이란성 쌍둥이였다가 간발의 차이로 둘째로 태어나서 억울했겠지만
그래도 엄연히 차자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어머니 태에 있을 때부터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것
이라고 예언하셨다. 이 사실은 오직 어머니 리브가만 알고 있었고 아버지 이삭은 늘 에서를 장자로 생
각하고 있었다. 그래서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그 장자권을 획득하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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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냥에서 쫄쫄 굶고 돌아 온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자기에게 팔라고 했다. 물론 그렇
게 해서 실제로 장자권을 획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에서는 죽 한 그릇이 더 급했
기에 그 순간 선뜻 그러겠다고 말한다. 그렇게 해서 형의 급한 성정을 잘 알고 있는 야곱이 형의 약점
을 최대한 악용해서 명목상이나마 장자권을 획득하게 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장자권을 가지려면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드시 아버지의 허락을 얻어내야 한다. 야곱은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의
약점을 이용한다. 이번에는 어머니 리브가와 공모를 했다. 말이 공모지 모든 걸 주도한 사람은 다름 아
닌 리브가였다. 야곱은 어머니가 일러주는 대로 따랐을 뿐이다. 그는 눈 먼 아버지를 속여 기어이 장
자권을 뺐고야 말았다. 그리하여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게
된다. 비겁하고 부도덕하며 야비한 방법으로 얻은 장자권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인정하셨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지만 역사는 역사고 사실은 사실이다.
야곱은 자신의 불편한 과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뱃속에서부터 시작된 엇갈린 운명, 하지만 그는 자
신의 꾀를 동원해서 그 운명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 앞에 두 손자, 아니 양자로 삼은
두 아들이 앉아 있다. 야곱은 이미 시력을 잃어서 누가 므낫세고 누가 에브라임인지 분간할 수도 없었
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손을 엇갈리게 펴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었다. 어떻게 그들을 알아 본 것
일까? 왜 야곱은 둘째 에브라임을 첫째로 만들고자 했을까? 뜬금없는 야곱의 행동에 머리가 갸우뚱
해진다.
이스라엘은 분명 요셉이 자신의 오른 쪽에 첫째 아들을, 왼쪽 편에 둘째 아들을 앉히리라는 것을 알았
을 것이다. 요셉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장자를 오른쪽에 세우는 것은 그 당시로서는 당연한 일이었다.
야곱이 굳이 아들들의 얼굴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성경에서 장자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어떤 중대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생물학적 장자가 그 자리를 차지는 것은 당
연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성경의 주요 인물들 중에는 생물학적 장자보다는 둘째, 또는 막내가 그
위치를 점한 경우가 매우 많다.
당장 이삭만 해도 아브라함의 장자가 아니다. 야곱도 그렇다.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도 아론이라는
형이 있었다. 게다가 다윗은 이새의 여덟 아들 중 막내였다.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이
새의 아들들 중 한 명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붓기 위해 그 집을 찾았을 때다. 사무엘은 맏아들 엘
리압을 보고 마음이 무척 흡족했다. 기골이 장대하고 잘 생겼으며 누가 보아도 왕이 될 외모를 갖추었
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외모나 신장을 보지 말라고 하셨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
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이새의 모든 아들들이 사무엘 앞을 지나갔는데도 하나님은 그들 중 어느 누구
도 기름부음을 받을 자로 인정하지 않으셨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물었다. “네 아들들이 다 여기에 있
느냐?” (삼상 16:11). 남은 아들이 있지 않고서야 하나님이 이들 중 어느 누구도 택하지 않을 리가 없다
고 여겼기 때문이다. 이새는 양을 치는 막내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사실 이새는 막내 다윗을 이 자리
에 부르지 않을 정도로 하찮게 생각했다. 그는 왕으로 기름부음 받을 자는 맏아들 엘리압이 제격이라
고 믿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다. 하나님은 아버지조차 하찮게 여겼던 막내
아들 다윗을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드신 것이다. 물론 다윗을 이어 왕위에 오른
솔로몬도 맏아들이 아니긴 마찬가지다. 게다가 솔로몬은 다윗이 부정한 방법으로 아내를 삼은 밧세
바에게서 낳은 아들이다. 그러고 보면 성경에서 생물학적 장자는 별로 의미가 없을 정도다. 그보다는
오직 하나님이 선택하는 사람이 장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처럼 이스라엘 역사의 획을 그을 때
마다 등장한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면 절대로 지도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7

사실 장자의 위치를 논하자면 지금 아버지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바라보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다.
생물학적 순서로 치면 열한 번째 아들로 태어난 요셉이지만 야곱은 사실상 그를 장자로 생각했다. 그
에게 채색옷을 입히고 형들의 행동을 감시하도록 했으니 말이다. 게다가 하나님도 꿈으로 그가 다른
형제들의 머리가 될 것임을 확인시켜 주셨다.
‘엇갈린 운명’이 성경에 그토록 많이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그런 운명의 주인공들이기 때문이
다. 우리들 중 누구도 스스로의 타고난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 하나님
의 율법대로 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 그들은 율법을 모두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
로 인정을 받으려 했다. 그러나 정작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다. 세리와 같은 죄인들, 소외받은 문둥병자들, 죄를 짓고 꼼짝없이 돌에 맞아 죽을 수 밖에 없는
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용서를 선포했고 그들을 자녀로 삼으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나 노력 때문이 아니다.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덕분이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가 하
나님의 은혜 때문인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당신의 의로움 때문입니까? 아니면 전적인 은혜 때문입
니까? 그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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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의 축복이 자녀들에게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48:15~16)
(15 절) 그가 요셉에게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אמר
ֵ֑ ַ )וַיְ בָ ֶרְך אֶ ת־יֹוסֵ ף ַוי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걸음 앞에 계셨던 하나님,
()הָ אֱֹלהִ ים אֲשֶ ר הִ ְתהַ לְ כּו אֲבֹּ תַ י לְ ָפנָיו אַ בְ ָרהָ ם וְ יִ צְ חִָ֔ ק
오늘날까지 내 삶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עֹודי עַד־הַ יֹום הַ זֶה
ִ ֵ)הָ אֱֹלהִ ים הָ רֹּ עֶה אֹּ ִ֔ ִתי מ
(16 절)
모든 악에서 나를 건지신 천사, (ָל־רע
ָ )הַ מַ לְ אָ ְך הַ גֹּ אֵ ל אֹּ ִתי ִמכ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יְ בָ ֵרְך אֶ ת־הַ נְ ע ִָרים
이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고,
() וְ יִ קָ ֵרא בָ הֶ ם ְש ִִ֔מי וְ שֵ ם אֲבֹּ תַ י אַ בְ ָרהָ ם וְ יִ צְ ָחֵ֑ק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그 수가 매우 많아지기 바랍니다. ()וְ יִ ְדגּו לָרֹּ ב בְ קֶ ֶרב הָ אָ ֶרץ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스라엘은 에브라임의 머리위에 그의 오른손을 얹고, 므낫세의 머리위에는 그의 왼손을 얹었다. 그
리고 축복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을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축복하며 말했다고 기록하
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내용을 보면 요셉이 아닌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축복
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스라엘이 이들을 축복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걸음 앞에 계셨던 하나님, 오늘날까지 내 삶의 목자가 되신 하나님, 모
든 악에서 나를 건지신 천사,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이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
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시고, 그들이 이 땅 가운데 그 수가 매우 많아지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며 부른 대상은 하나님과 천사다. 그는 하나님을 ‘아브라함
과 이삭의 걸음 앞에 계셨던’ 그리고 ‘오늘날까지 내 삶의 목자가 되신’ 분으로 불렀다. 할아버지 아브
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앞서 이끄셨던 하나님이 드디어 자신의 목자가 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장면
이다. 이스라엘이 죽을 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한 것 같다.
그에게 하나님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삶에서 앞서 가시며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신
분이셨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한 채
무작정 하나님을 따라나섰다 (히 11:8 참조).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했지만 그 땅은 당대에 그에게 주
어질 땅이 아니었다. 아들 대에도 그리고 손자 때에도 그 땅의 주인은 여전히 가나안 사람들이었다. 그
렇기에 아브라함과 이삭은 늘 그 땅에서 나그네였다. 고작 아브라함이 소유한 땅이라고 해봤자 그들
의 죽은 몸을 누일 막벨라 굴과 근처 밭이 전부였다. 그렇게 고된 나그네의 삶을 살고 간 할아버지와
아버지였지만 그들의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라 고백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
을 받았기에 망정이지 그게 없었다면 이 세상의 잣대로 봤을 때 그들의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이 아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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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찌 떠돌이의 삶이 마냥 행복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
들은 낯선 이방 땅에서의 고된 삶을 견뎌낼 수 있었다.
그런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 하나님은 인도자였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목자가 되셨
다. 이 말은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으로 인식했다는 걸 보여준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가장 사랑받는 시는 바로 시편 23 편이다. 다윗이 지은 시로 알려진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
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말로 시작된다. “여호와가 나를 목양하시니 나는 부족
하지 않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여기서 ‘목양하다’ 즉, ‘양을 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라아’
() ָרעָה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 단어는 주어를 무엇으로 하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확 달라진다. 양과
소같은 짐승을 주어로 하면 ‘풀을 뜯다’라는 의미고, 사람이 주어이면 ‘목양하다’, ‘다스린다,’ ‘인도한
다’라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 단어가 명사로 쓰이면 ‘악,’ ‘사악’이라는 뜻을 가진다. 아담이 선과 악
(라아, ) ַרע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을 먹고 실제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에덴을 쫓겨난 인간들은 급
격히 타락했고 결국 하나님은 이 세상에 죄악 (‘라아’ ()) ָרעָה이 가득한 것을 보고 물 심판을 결심하셨다.
여기서 ‘라아’ () ָרעָה는 죄악이다. 아담이 알아버린 악(라아, ) ַרע에 여성 명사가 붙었다. 아담이 알아버린
악이 관념적인 악이라면 죄악은 그 관념이 실체화되고 구체화 된 체험적인 악인 셈이다.
그런 의미에서 죄악과 목양은 같은 단어다. 인간의 사악함과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동일한 단어인 것
이다. 어근뿐만 아니라 자음, 모음 모두가 같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목양하신다는 의미가 그리
낭만적이지 않은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악한 꾀로만 살아가는 자신을 훈련하시고 인도하신 하나
님을 이스라엘은 목자라 불렀다. 야곱이라는 이름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지
기까지 그는 하나님께 모질게 훈련을 받았다. 숱한 고난과 역경의 삶을 견디며 그에게 있던 악함들이
하나님에 의해 하나 둘 없어져 가는 것을 느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목자’라고
부른 것이 이처럼 중의적으로 들리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모든 악에서 나를 건지신 천사’라고 명명했다. 말이 천사이지 하나님이 야곱
을 위해 특별히 파견한 하나님의 대사가 바로 천사다. 그 천사가 자신을 모든 악(라아, ) ַרע으로부터 자
신을 건져냈다고 했다. 비록 그가 실수를 하고 남을 속여 악한 일을 해도 늘 하나님은 그의 편에 서서
그를 구해 내셨다.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칭하지 않았다. 그럴
자격이 있어 그랬다고 하지도 않았다. 그가 잘나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믿음이란 그런 것이다. 하나님의 혹독한 훈련을 통해 나의 내면에 있는 욕망을 내려 놓고 순종적인 삶
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믿음이고, 그 훈련 과정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악으로부터 건져지는 과정이 믿
음이다. 우리는 믿음의 달콤한 열매는 얻으려 하지만 그 열매를 얻기 위한 고난의 과정은 피하려고 한
다. 하지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거쳐온 그 험한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다면 인도자이며 목자
이신 하나님, 천사를 보내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어찌 고백할 수 있었겠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요?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목양해 오셨나요? 그 과정에서 당신은
어떤 걸 경험했고 무엇을 배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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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48:17~22)
(17 절) 요셉은 그의 아버지가 그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았고, 그것은 그의
눈에 못마땅하였습니다. () ַוי ְַרא יֹוסֵ ף כִ י־י ִָשית אָ בִ יו יַד־יְ ִמינֹו עַל־ר ֹּאש אֶ פְ ַריִ ם ַוי ֵַרע בְ עֵינָ ֵ֑יו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기 위해 아버지의 손
을 잡았습니다. ()וַיִ ְתמֹּ ְך יַד־אָ בִ יו לְ הָ ִסיר אֹּ תָ ּה מֵ עַל ר ֹּאש־אֶ פְ ַריִ ם עַל־ר ֹּאש ְמנַשֶ ה
(18 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יֹוסֵ ף אֶ ל־אָ בִ יו
그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ל ֹּא־כֵן אָ ִ ֵ֑בי
이 아이가 첫째이니 아버지의 오른손을 이 아이의 머리에 얹으셔야 합니다.
()כִ י־זֶה הַ בְ ִ֔ ֹּכר ִשים יְ ִמינְ ָך עַל־ר ֹּאשֹו
(19 절)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거절하며 말했습니다. ()וַיְ מָ אֵ ן אָ בִ יו ַוי ֹּאמֶ ר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יָדַ עְ ִתי בְ נִ י י ִ֔ ַָדעְ ִתי
그도 한 족속이 될 것이고, ()גַם־הּוא יִ הְ יֶה־לְ עָם
그도 크게 될 것이다. ()וְ גַם־הּוא יִ גְ ָ ֵ֑דל
그러나 그의 동생은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고, ()וְ אּולָם אָ חִ יו הַ קָ טֹּ ן יִ גְ דַ ל ִמ ִ֔ ֶמנּו
그의 자손은 여러 민족이 될 것이다. ()וְ ז ְַרעֹו יִ הְ יֶה ְמל ֹּא־הַ גֹויִ ם
(20 절) 야곱은 그날 그들을 축복하며 말했습니다. ()וַיְ בָ רֲ כֵם בַ יֹום הַ הּוא לֵאמֹור
이스라엘이 너를 통해 축복하며 말할 것이다: ()בְ ָך יְ בָ ֵרְך יִ ְש ָראֵ ל לֵאמִֹּ֔ ר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같이, 므낫세같이 만드시기를
(ַשה
ֵ֑ ֶ ֱֹלהים כְ אֶ פְ ַריִ ם וְ כִ ְמנ
ִִ֔ )יְ ִש ְמָך א
그리고 그는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 ַויָשֶ ם אֶ ת־אֶ פְ ַריִ ם לִ פְ נֵי ְמ ַנשֶ ה
(21 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ל־יֹוסף
ֵ ִ֔
ֶ) ַוי ֹּאמֶ ר יִ ְש ָראֵ ל א
보라. 나는 이제 곧 죽는다. ()הִ נֵה אָ נֹּ כִ י ֵ ֵ֑מת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וְ הָ יָה אֱֹלהִ ים עִ מָ ִֶ֔כם
너희를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 ()וְ הֵ ִשיב אֶ ְת ִֶ֔כם אֶ ל־אֶ ֶרץ אֲבֹּ תֵ יכֶם
(22 절)
또한 내가 한 지역을 네 형제들보다 네게 더 주었다.
() ַואֲנִ י נָתַ ִתי לְ ָך ְשכֶם אַ חַ ד עַל־אַ ֶחֵ֑יָך
내 칼과 내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지역을,
() אֲשֶ ר לָקַ חְ ִתי ִמיַד הָ אֱמֹּ ִ ִ֔רי בְ חַ ְרבִ י ּובְ קַ ְש ִתי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스라엘은 손을 엇갈리게 두 아들들의 머리 위에 얹고 축복을 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요셉은 아버
지의 행동이 못마땅했다. 단순히 못마땅한 정도가 아니라 의롭지 않다고까지 생각했다.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아버지가 요셉의 눈에 보기에 악했다. 아버지의 행동에 대한 요셉의 판단을 나타내는 단어
로 ‘라아’ ()רעע를 사용했는데 이 단어는 정당하지 못한 행위를 보았을 때 나타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의미한다. 단순히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마음에 근심이 드는 상태를 말한다. 요셉은 아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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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의 행동 자체가 요셉의 집안의 질서를 흩뜨리는 매우 잘못된 처사라 생각했다. 장자인 므낫세보다
차남인 에브라임을 앞세운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아버지의 의사와 무관하게 장자와 차남의 처지가 바뀌어 마음이 몹시 좋지 않았던 예가 창세기에 또
있다. 이스라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랬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어 이삭을 얻었고 그로부터 몇
년 후 이삭이 젖을 떼던 날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날 맏아들 이스마엘은 어린 이삭을 비웃었고 그 일
은 사라의 분노를 샀다. 결국 이스마엘과 그의 생모 하갈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겨나게 된다. 사라는
여종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을 다그쳤고, 그로 인해 아브라함의 마음
은 근심으로 가득했다. 이때 아브라함의 감정을 표현한 단어가 ‘라아’ ( )רעע다. 아브라함은 장자인 이
스마엘을 쫒아내는 것을 악한 일이라 생각했고 그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
요셉은 아버지 이스라엘이 착각을 해서 아들들의 머리에 손을 엇갈려 놓은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바로잡아 주려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될 것이고, 그도 크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의 동생은
형보다 더 크게 될 것이고, 그의 자손은 여러 민족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에브라임은 유다와 더불어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물론 그들의 역사
가 늘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후대에 이르러서는 부정적인 면이 훨씬 더 부각된다. 하지만 이스라엘 역
사의 고비마다 에브라임 족속이 있었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갔다. 이집트의 속박
으로부터 벗어나 광야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각 지파에서 뽑힌 열두 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가나안 땅을 다녀 온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형편에 대해서는 일치된 보고
를 했으나 그에 대응하는 행동 방향에 대해서는 2:10으로 의견이 갈렸다. 이때 외로운 두 명의 정탐꾼
이 에브라임 지파를대표한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를 대표한 갈렙이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그
들이 앞장섰다. 여호수아가 모든 걸 진두지휘 했으며 갈렙은 85세의 나이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난공
불락으로 여겨지던 헤브론 정복을 자처하고 나섰다. 그 후에 이어지는 역사에서도 그들의 역할은 눈
에 띈다. 사울왕을 이어 유다 지파 출신인 다윗이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고 그 왕국은 아들 솔로몬에게
이어진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통일 왕국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둘로 나뉘어진다.
당시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인데 그가 바로 에브라임 족속 스레다 사람이었다. 결국 남쪽
은 유다 지파가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가 각기 통치하게 된 것이다.
여로보암은 솔로몬 시절의 용사였으며 성실하고 근면했다. 그의 성실성을 높이 산 솔로몬은 여로보
암에게 요셉가의 부역과 세금을 감독하는 중책을 맡겼다. 그런 그에게 선지자 아히야가 다가와 하나
님이 이스라엘을 쪼개실 것이며 그 중 열 지파를 그에게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말 자체가 반란으로
인식되어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여 화근을 없애려고 했다. 솔로몬의 위협이 현실화되자 여로보암
은 이집트로 도망했고 솔로몬이 죽기까지 이집트에서 망명자로 살았다. 솔로몬이 죽은 후 여로보암
은 이스라엘로 돌아 왔고, 솔로몬의 통치에 불만을 가진 백성들이 그를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옹립했
다. 지금 야곱이 죽음을 눈 앞에 두고 에브라임 머리에 그의 오른 손을 얹고 축복한 그 말대로 결국 현
실화된 것이다.
문제는 여로보암이 이집트에서 이스라엘로 귀국할 때 자기 혼자 돌아오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집
트로 도망할 때에는 혈혈단신으로 갔으나 돌아 올 때는 하나님의 대적과 함께 돌아왔다. 그 대적은 다
12

름아닌 ‘금송아지’였다. 그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처음으로 한 일이 ‘금송아지’를 만든 일이다. ‘금
송아지’는 이집트에서 섬기던 우상이었고 그 우상이 마침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했다. 여로보암은
단과 벧엘에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예루살렘에서 드리는 예배를 무력화 하려 했다. 이집트와 이스라
엘은 뗄레야 뗄 수 없다.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
들고 경배하고 춤을 추었다. 당시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었다. 물
리적으로는 이집트를 벗어났어도 이집트의 종교적 영향력에서는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에브라임 지파로 처음 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우상 숭배의 표본이 되었다. 하나님이 선지자
호세아를 통해 에브라임으로 대표되는 북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하신 말씀을 들어 보자.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네가 음행하였고 이스라
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호 5:3-4).
지금 이스라엘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고 있다.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더 위대하게 될 것이
라고 말했다. 그의 말대로 에브라임은 세상적 성공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들의 세상적 성공은 오히려
그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다. 성경에는 수많은 축복들이 나온다. 하지만 축복의 진정한 뜻
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성경의 역사를 관통하여 그 결국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에브라
임에게 한 축복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

묵상을 위한 질문
이스라엘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축복은 실제 역사에서 어떻게 실현됩니까? 그들을 향한 축복
이 우리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에브라임의 세상적 성공과 그로 인한 넘어짐이 우리들에게 어
떤 가르침을 주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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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권을 상실한 르우벤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49:1~4)
(1 절) 야곱이 그의 아들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וַיִ קְ ָרא ַיעֲקֹּ ב אֶ ל־בָ נָ ֵ֑יו ַוי ֹּאמֶ ר
너희는 모여라. ()הֵ אָ ְספּו
훗날 너희에게 일어날 일을 내가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 וְ אַ גִ ידָ ה ָל ִֶ֔כם אֵ ת אֲשֶ ר־יִ קְ ָרא אֶ ְתכֶם בְ אַ ח ֲִרית הַ י ִָמים
(2 절)
너희는 모여서 들어라, 야곱의 아들들아. ()הִ קָ בְ צּו וְ ִש ְמעּו בְ נֵי ַיעֲקֵֹּ֑ ב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의 말을 들어라. (ל־יִש ָראֵ ל אֲבִ יכֶם
ְ
ֶ)וְ ִש ְמעּו א
(3 절)
르우벤, 너는 내 맏아들이고 () ְראּובֵ ן בְ כֹּ ִרי ִ֔ ַאתָ ה
나의 힘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אֹונֵ֑י
ִ אשית
ִ )כֹּ חִ י וְ ֵר
위엄이 넘치고 능력이 탁월하다. ()יֶתֶ ר ְשאֵ ת וְ יֶתֶ ר עָז
(4 절)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ל־תֹותר
ַ ִ֔
ַ)פַחַ ז כַמַ יִ ם א
왜냐하면 너는 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כִ י עָלִ יתָ ִמ ְשכְ בֵ י אָ ִ ֵ֑ביָך
그것을 더럽혔다. 내 침상에 그가 올라왔다. ()אָ ז חִ לַלְ תָ יְ צּועִ י ָעלָ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향한 이스라엘의 축복이 끝났다. 그 후에 야곱은 그의 나머지 아들들을 불러 모
았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예언을 하기 위해서였다. 지금까지의 성경 기록에 의하면 야곱이 아들들
에 대해 훈계를 하거나 축복을 한 적이 없다.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지금 이 장면이 열두 아들 모두에
게 하는 야곱의 처음이자 마지막 예언이다. 야곱은 아들들이 태어난 순서에 따라 예언을 이어갔다. 첫
번째 예언의 대상은 르우벤이다. 그에 대한 야곱의 예언은 이러했다.
“르우벤, 너는 내 맏아들이고, 나의 힘이고, 내 기력의 시작이다. (너는)위엄이 넘치고 능력이 탁월하
다. (그러나)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와서 그것을 더럽혔다. 내 침상에 그가 올라왔다.”
르우벤에 대한 야곱의 평가와 예언은 두 극단으로 치우쳐 서로 양립 불가능해 보일 정도다. 야곱은 르
우벤을 ‘맏아들,’ ‘힘,’ ‘기력의 시작,’ ‘넘치는 위엄,’ ‘탁월한 능력’이라고 치켜 세웠다. 야곱의 눈에 비
친 르우벤은 열두 형제를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손색없는 자질을 갖추었다. 실제로 르우벤은 중요한
고비마다 장자로서 탁월한 역할을 수행했다. 동생들이 요셉을 죽이고자 공모할 때도 비록 그를 구출
해서 아버지께 데려오진 못했지만 동생들을 설득해서 요셉의 죽음을 막는데 최선을 다했다. 게다가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로 식량을 사러 갔을 때에도 그는 가족을 위해 제일 먼저 아버지를 설득하고 나
섰다. 여동생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했을 때에도 동생 시므온과 레위와는 달리 이성
적이고 합리적인 모습을 보이며 그들과 함께 칼을 들지도 않았다.
그런 르우벤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오점이 있었으니 바로 아버지의 첩, 라헬의 몸종 빌하와 동침을 한
일이다. 아버지 야곱은 그 사실을 알게 됐지만 그 일에 대해 침묵했다. 그래서 그 사건은 유야무야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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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는 듯했고 이제는 가족들마저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않았다. 그
는 마음 속 깊은 곳에 그 일을 묻어 두었다. 그리고 죽음을 눈 앞에 둔 시점에 그 이야기를 꺼낸다. “물
과 같이 불안정하여, 너는 탁월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 한마디가 르우벤 지파의 앞날을 결정했다. 르
우벤 지파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늘 아웃사이더였다. 신명기 33장에는 모세가 죽기 전 각 지파를
향해 기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모세는 르우벤 지파를 향해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의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신 33:6).
이 기도문만 놓고 보면 모세는 르우벤에 대해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그저 죽
지 않고 목숨만 부지하고 살게 해달라는 것처럼 들린다. 실제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르우벤 지파는
가나안 땅에 기업을 받지 않고 자청해서 요단강 동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 가나안 땅에 비해 르우벤
지파가 요구한 땅은 목초지가 풍부했다. 르우벤지파와 함께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도 요단 동편땅
을 할당받았다. 이로써 르우벤 지파는 가나안 땅의 정치 종교적인 영향력에서 한 발짝 물러나게 된다.
물론 간간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형제들을 위해 전쟁에 참여하기도 했으나 언제나 주도적인 위치에
서지는 못했다. 후대의 역사는 르우벤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
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
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중략… 그의 아들은 브에라이니 그는 르우벤 자손
의 지도자로서 앗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로잡힌 자라 …중략… 또 동으로 가서 거주하면서 유
브라데 강에서부터 광야 지경까지 다다랐으니 이는 길르앗 땅에서 그 가축이 번식함이라 사울 왕 때
에 그들이 하갈 사람과 더불어 싸워 손으로 쳐죽이고 길르앗 동쪽 온 땅에서 장막에 거주하였더라”
(대상 5:1~10).
‘기력의 시작,’ ‘넘치는 위엄,’ ‘탁월한 능력’이라는 영광스런 수사로 시작된 르우벤이었지만 훗날 르
우벤 지파의 역사를 살펴보면 왠지 씁쓸한 느낌이 든다. 그는 실질적 장자권을 요셉에게 빼앗겼고 그
나마 남아있던 주권마저도 유다에게 넘겨주어야 했다. 르우벤이 살아있을 때에는 명목상이라도 장
자로 살았을지 몰라도 그 후에는 전혀 그러지 못했다. 성경은 그 이유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기 때
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의 불미스런 행동은 후세에까지 이어져 마치 르우벤에겐 주홍글씨처럼 씻
을 수 없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그런 르우벤도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는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예외없이 르우벤도 인친 자의 명단에 넣으셨다 (계 7:5참조). 야곱은 르우벤에게 저
주에 가까운 예언을 남겼고 실제로 그의 후손들은 그러한 삶을 살았다. 그러나 그 저주는 영원한 저주
가 아니었다. 그에게 내려졌던 저주는 그리스도 안에서 풀렸고 온전히 회복되었다. 그 어떤 상처라 할
지라도 복음으로 씻어지지 않는 상처는 없다. 그래서 복음은 만인에게 기쁜 소식인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르우벤에게 한 야곱의 예언은 후세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현실화 되었습니까? 그에게 일어난 일들이
당신과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당신에겐 어떤 낙인이 찍혀 있나요? 당신이 받게 된 저주가 그리스
도 안에서 어떻게 풀어졌습니까?
15

이스라엘 안에서 흩어진 존재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49:5~7)
(5 절)
(6 절)

(7 절)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이며 () ִש ְמעֹון וְ לֵוִ י אַ ִ ֵ֑חים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이다. ()כְ לֵי חָ מָ ס ְמכֵרֹּ תֵ יהֶ ם
내 영혼이 그들의 회의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라. ()בְ סֹּ דָ ם אַ ל־תָ ב ֹּא נַפְ ִ֔ ִשי
내 영광이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라. ()בִ קְ הָ לָם אַ ל־תֵ חַ ד כְ בֹּ ִ ֵ֑די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였고, ()כִ י בְ אַ פָם הָ ְרגּו ִִ֔איש
그들의 기분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기 때문이다. ()ּובִ ְרצֹּ נָם עִ קְ רּו־שֹור
그들의 분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난폭하므로. ()אָ רּור אַ פָם כִ י ִָ֔עז
그들의 진노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잔인하므로. (שתָ ה
ֵ֑ ָ ָ)וְ עֶבְ ָרתָ ם כִ י ק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눌 것이다. ()אֲחַ לְ קֵ ם בְ ַיעֲקִֹּ֔ ב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안에서 흩을 것이다. () ַואֲפִ יצֵ ם בְ יִ ְש ָראֵ ל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스라엘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아들들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해가며 그들의 앞날을 예언해 주고
있다. 어떤 아들에게는 좋은 형용사란 형용사는 다 동원해서 축복해 주었지만 어떤 아들에게는 무서
울 정도로 저주의 말도 서슴지 않았다. 르우벤을 향한 예언을 마친 이스라엘은 둘째 아들 시므온을 불
렀다. 시므온만 부른 것이 아니다. 시므온과 함께 셋째 아들 레위도 같이 불렀다. 이스라엘이 아들들
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두 아들을 마치 한 아들처럼 동시에 예언한 것은 시므온과 레위 뿐이다. 이후
모든 아들들은 단 한 문장이라도 각각 개별적으로 예언해 주었다.
시므온과 레위는 한 형제다. 물론 르우벤부터 유다까지 네 명의 아들은 모두 레아에게서 연달아 태어
났으니 당연히 그들은 형제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시므온과 레위가 형제라고 말한 이유는 그런 뜻이
아니다. 이스라엘이 도저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어떤 사건에 대한 기억 때문이다. 외삼촌 라반의 집
을 도망치듯 나온 야곱의 일행은 천신만고 끝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 왔다. 그런 그가 거처로 정한 곳
이 바로 세겜 땅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의 딸 디나가 세겜의 지도자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
하고 만다. 야곱의 아들들은 자신의 여동생이 그런 일을 당한데 대해 분노했다. 특히 디나와 한 배에
서 난 시므온과 레위는 그 일을 묵과하고 넘어가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꾀를 내어 당사자 세겜은 물
론 그 땅에 거하는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권했다. 디나가 탐이난 세겜은 순순히 이들의 제안을 따랐
고 할례로 인한 고통이 극대화되는 시점에 시므온과 레위는 칼을 빼들고 세겜 땅의 모든 남자들을 모
조리 죽였다. 그 일로 인해 두 형제는 물론 가족 모두가 그 일대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의 표적이 되었
고, 야곱은 또다시 야반도주를 해야하는 신세가 되었다. 사실 야곱은 충분한 목초지가 있는 세겜 땅에
오랫동안 머물 생각이었다. 그래서 그 땅 중 한 필지를 샀고, 그 땅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불
렀다. 그런데 두아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야곱은 그 꿈을 접어야 했고, 은 100개를 주고 산 땅까지 버
려두고 허둥지둥 그곳을 빠져나와야 했다. 야곱은 단단히 화가 나서 시므온과 레위를 나무랐다.
그 사건은 일평생 야곱의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성정이 급하고 앞뒤 분별하지 못하고 큰 일을 저지른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그의 마지막 유언은 매정하기 짝이 없다. 아무리 잘못했어도 임종이 가까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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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모든 걸 용서하고 화해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게다가 그 사건이 일어난 지도 벌써 수십 년이 지나
지 않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로 아들들에게 저주에 가까운 이런 예언을 하는 것이 과연 타
당한 건지 의아할 정도다. 시므온과 레위를 향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예언은 다음과 같다.
“내가 그들을 야곱 안에서 나눌 것이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안에서 흩을 것이다.” (창 49:7하)
레위와 시므온은 나뉘어지고 흩어질 것이다. 이 예언은 훗날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땅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그대로 성취되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한 대신 각 지파 속으로
흩어지게 된다. 레위 지파는 각 지파로부터 40개의 성읍을 할애 받아 살면서 그 안에서 제사장 역할
을 수행했다. 누군가는 해야 할 그 일을 레위 지파가 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예언은 지
나치게 땅 중심이다. 레위는 다른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살도록 하기 위
해 땅을 희생한 지파라 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레위의 지난 날의 잘못으로 인해 가나안 땅을 분배받
는 대신 전국 각지로 흩어지리라고 예언을 했고 그 예언대로 되었다. 하지만 흩어진 곳에서 그들이 해
야 할 역할은 매우 중차대한 일이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분노를 이기지 못해 칼을 들고 수많은 사람을
학살한 레위의 후손에게 가장 중책을 맡기신 것이다. 비록 땅을 분배받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오
히려 그게 더 큰 축복이 된 셈이다.
시므온 지파는 레위 지파와는 다른 측면에서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시므온 지파는 땅을 분배받
기는 했지만 땅이 넓은 유다 지파의 땅 중에서 일부를 할애받았다 (수 19:1~9참조). 그리고 후에 그들
은 거대 지파인 유다지파에 흡수되고 만다. 시므온의 정체성은 결국 유다 지파의 일부로 인식되기에
이른다. 이들이 왜 이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시므온 지파는 광야 40년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이집트를 나올 때 그들은 유다와 단에 이어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파였는데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점점 그 숫자가 줄어들었다. 특히 모압땅에서 바알 브올의 사건을 거치면서 그
숫자가 더욱더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 (민 25:14참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
간 이유는 대부분 하나님에 대한 반역 때문이었다. 따라서 시므온 지파의 인구가 가장 급격히 감소했
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적극적이었다는 것을 방증한다. 이로써 시므온 지
파는 적은 인구로 인해 땅을 분배받는 과정에서도 철저하게 소외되었고 결국 유다 지파가 분배받은
땅 중에서 일부를 받게 된다. 성경은 이들을 임시로 거처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했다 (대하 15:9참조).
시므온 지파와 레위 지파는 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이버지로부터 동일한 예언을 받았다. 그들은 가나
안 땅에 흩어져 살았지만 그 내용은 완전히 달랐다. 시므온은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대적
하다 결국 정체성조차 찾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에 반해 레위는 가나안 땅 이리저리로 흩어졌지
만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살았다. 둘 모두 흩어지고 나뉘어졌지만 결과는 달랐다. 우리의 삶은 어
떠한가? 표면상으로는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실제 삶의 내용은 다르다. 하
나님의 신실하심에 온전히 맡긴 삶과 우상을 섬기며 사는 삶이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레위와 시므온에게 한 예언은 후에 어떻게 현실화 되었습니까? 그들에게 한 예언이 당신과는 어떤 상
관이 있을까요? 당신은 이 땅의 유업을 바라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유업으로 받은 자들입
니까? 당신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찬송과 무릎꿇음 (토요일)
17

오늘의 본문 (창 49:8~12)
(8 절)

(9 절)

(10 절)

(11 절)

(12 절)

유다야, 네 형제들이 너를 찬송할 것이다. ()יְ הּודָ ה אַ תָ ה יֹודּוָך אַ חִֶ֔ יָך
너의 손이 네 적들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י ְָדָך בְ עֹּ ֶרף אֹּ יְ ֶבֵ֑יָך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게 절할 것이다. ()יִ ְשתַ חֲּוּו לְ ָך בְ נֵי אָ בִ יָך
유다는 사자 새끼다. (הּודה
ָ ִ֔ ְ)גּור אַ ְריֵה י
먹이로부터, 내 아들아, 너는 올라갔다. ( ָ) ִמטֶ ֶרף בְ נִ י ע ִ ֵָ֑לית
그는 숫사자같이 또한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웅크렸다. ()כ ַָרע ָרבַ ץ כְ אַ ְריֵה ּוכְ לָבִ יא
누가 그를 화나게 하겠는가? () ִמי יְ קִ ימֶ נּו
홀 (왕위)이 유다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며, (יהּודה
ָ ִ֔ )ל ֹּא־יָסּור שֵ בֶ ט ִמ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ומחֹּ קֵ ק ִמבֵ ין ַרגְ לָ ֵ֑יו
ְ )
“실로”가 올 때까지. (ילֹו
ִ֔ )עַד כִ י־ ָיב ֹּא ִש
그리고 그에게 모든 민족이 복종할 것이다. ()וְ לֹו יִ קְ הַ ת ע ִַמים
그의 새끼 나귀를 포도 나무에 맬 것이며, (ירֹו
ִ֔ ִ)אֹּ ְס ִרי ַל ֶגפֶן ע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주 좋은 포도 나무에 (맬 것이다.) ()וְ ַלש ֵֹּרקָ ה בְ נִ י אֲתֹּ נֵ֑ ֹו
그는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 것이며, ()כִ בֵ ס בַ יַיִ ן לְ ב ִֻ֔שֹו
그의 복장을 포도즙으로 (빨 것이다.) (ענָבִ ים סּותֹו
ֲ )ּובְ דַ ם־
그의 눈은 포도주보다 진할 것이며, ()חַ כְ לִ ילִ י עֵינַיִ ם ִמיָ ֵָּ֑֑יִ ן
그의 이는 우유보다 흴 것이다. (ן־שנַיִ ם מֵ חָ לָב
ִ ֶ)ּולְ ב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시므온과 레위에게 싸잡아 저주에 가까운 예언을 한 이스라엘은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해서는 180도 다
른 예언을 했다. 시므온과 레위로 인해 굳었던 이스라엘의 얼굴도 유다를 보는 순간 밝아졌다.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의 예언은 찬송이라는 단어로 시작한다. 다른 형제들이 유다를 찬송할 것이란다. 원래
유다라는 이름이 찬송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유다의 어머니 레아는 세 아들을 낳을 때까지 남편 야곱
의 사랑에 연연했다. 하지만 유다를 낳고는 그런 기대를 접었다. 넷째를 낳고서는 “내가 이제는 여호
화를 찬송하리로다”라며 그 아들의 이름을 유다로 지었다. 아버지 이스라엘이 유다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이라는 단어를 꺼낸 것은 단순한 워드 플레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형제들 중 가장 높은 위치
에 이를 거라는 것과 유다 지파에서 통치자가 나올 것임을 예언한 것이기 때문이다.
유다를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물리치게 될 것이고 내부적으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오를 것이라는
예언이다. 이스라엘의 예언에서 떠오르는 장면이 하나 있다.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꾸고 나서 요셉이 형
들에게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신에게 절을 했다고 했을 때 아버지 야곱이 보인 반응이다. 아버지 야
곱은 요셉을 꾸짖으며 말했다.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
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창 37:10). 다시 말해 요셉의 두 번째 꿈을 듣고 야곱이 보인 반응은 ‘정
말 그럴까?’ 였다. 요셉이 꾼 꿈은 그가 자발적으로 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의 첫 번
째 꿈은 7 년 흉년 과정에서 식량을 구하러 간 형제들이 그 앞에 엎드림으로 이미 현실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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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두 번째 꿈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요셉이 꿈에서 본 그 광경을 연상시키는 예언
을 유다에게 했다.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게 절할 것이다.” 그렇다면 요셉이 두 번째로 꾼 꿈은 유
다를 향한 꿈이 아니었을까? 구약학자 케네스 메튜스는 이스라엘의 이 예언을 ‘예상치 못한 반전’ (an
unexpected twist)이라고 말했다. 요셉은 이 꿈도 자신에 대한 예언으로 착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 요셉의 두 번째 꿈을 성취시키셨다. 유다 지파는 다윗의 대에 이르러 명실공히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른다. 사울 왕이 죽은 후 왕가의 복원을 노리는 베냐민 지파와의 7년여에 걸친 내전이 종식
되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대표하는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왔다. 그리고 다윗 앞에 엎드려 충성을
맹세한다. 이로써 야곱의 예언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성취되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구속사의 그림자 역할을 한다.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
난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고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할 때 비로소 야곱의 예언은
성취된다. 계시록 5장 11절~14절 말씀을 읽어보자.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 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
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
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
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계 5:11~14).
모든 형제들로부터 찬송을 받고 모든 택한 백성들로부터 경배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뿐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찬송을 받는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권세를 누리셨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가자에 죽기까지 낮아지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높이신 것은
예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뿐 아니라 하늘의 천사들도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리고 모
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도록 하셨다 (빌2:6~11참조).
진정한 무릎꿇음은 예수님만이 구주이심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그 십자가 사건
은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함이며, 그의 부활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한 것임을 깨닫는 순간
우리들은 스스로의 모든 노력들을 내려 놓고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게 된다. 진정한 무릎꿇음은 힘
센 권력 앞에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조아리는 치욕스런 행위가 아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한 걸음도 나
갈 수 없는 수렁에서 건짐을 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의
예언은 우리 모두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다. 찬송과 무릎꿇음은 구원 받은 자가 자기를 구원한 자에게
마땅히 드리게 되는 자연스런 반응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유다를 향한 예언은 역사에서 어떻게 실현되었으며 어떻게 완성될 것입니까? 그 예언을 실현하신 분
은 누구일까요? 당신은 그분을 진정으로 찬송하고 있습니까? 그 찬송은 어떤 내용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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