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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와 어린 양(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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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חיָך
너의 손이 네 적들의 멱살을 잡을 것이다. ()י ְָדָך בְ עֹ רף אֹ יְ בֶ֑יָך
네 아버지의 아들들이 네게 절할 것이다. ()יִ ְשתַ חֲּוּו לְ ָך בְ נֵי אָ בִ יָך
유다는 사자 새끼이다. (הּודה
ָ ֶ֔ ְ)ּגּור אַ ְריֵה י
먹이로 부터, 내 아들아, 너는 올라갔다. ( ָ) ִמטרף בְ נִ י ע ִ ֶָ֑לית
그는 숫사자 같이, 또한 암사자 같이 엎드리고 웅크렸다. ()כ ַָרע ָרבַ ץ כְ אַ ְריֵה ּוכְ לָבִ יא
누가 그를 화나게 하겠는가? () ִמי יְ קִ ימּנּו
홀 (왕위)이 유다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며, (יהּודה
ָ ֶ֔ )ל ֹא־יָסּור שֵ בט ִמ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을 것이다.) (ּומ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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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ירֹו
ֶ֔ ִ)אֹ ְס ִרי לַּגפן ע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주 좋은 포도나무에 (맬 것이다.) ()וְ ַלש ֵֹרקָ ה בְ נִ י אֲתֹ 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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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שּנַיִ ם מֵ חָ לָב
ִ )ּולְ ב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스라엘은 유다를 사자 새끼, 숫사자, 암사자로 묘사했다. 다 큰 사자가 아닌 아직 완전히 성장하지
않은 사자 새끼 (lion’s cub)라고 말한 것은 유다의 후손이 장차 형제들의 지도자로 성장할 것임을 의
미한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유다의 후손이 존경할만한 지도자의 위치에 오르게 된 것은 다윗
때에 이르러서다. 야곱의 넷째 아들로 태어난 유다는 가족 내에서도 그 존재감이 별로 없던 자였다.
그런데 기근을 만나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갔을 때 요셉의 꾀에 말려들어 둘째 형 시므온이 사로잡
히는 사건이 일어난다. 그 일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유다는 아버지를 설득하여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
려 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그리고 유다가 대변인이 되어 이집트 총리인 요셉 앞에서 담대하고 설
득력있게 형제들을 대변함으로써 마침내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을 형제들 앞에 드러내도록 만들었다.
그 일로 유다는 성경에서 그 위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 유다의 역할은 딱 거기까지였다. 출
애굽 과정에서는 레위 지파 출신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휘했고, 가나안 정복 과정에서는 에
브라임 지파 출신인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사사 시대가 끝나고 왕정 시대가 시작될 때까지
만 해도 유다 지파에는 갈렙을 제외하고는 변변히 이름을 거론할만한 사람이 없었다. 초대 왕인 사울
도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고, 사울을 왕으로 옹립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다. 새끼 사자에 불과했던 유다 지파가 천하를 호령하는 어엿한 사자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
기까지 무려 700 년이나 넘는 시간이 걸렸고 마침내 다윗으로 인해 유다 지파는 그 누구도 넘볼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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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막강한 지위에 오르게 된다. 이렇듯 고대 근동 지방에서 사자는 강력한 왕권을 상징하는 동물이었
다. 솔로몬이 만든 보좌는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왕이 또 상아로 큰 보좌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으니 그 보좌에는 여섯 층계가 있고 보좌 뒤에 둥근
머리가 있고 앉는 자리 양편에는 팔걸이가 있고 팔걸이 곁에는 사자가 하나씩 섰으며 또 열두 사자가
있어 그 여섯 층계 좌우편에 섰으니 아무 나라에도 이같이 만든것이 없었더라” (왕상 10:18-20).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사자는 마침내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사도 요한
은 환상 가운데 본 예수님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계시록 5장 5절을 읽어보자.
“장로 중의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
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계 5:5).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는 예수님을 지칭한다. 사실 얼핏 보면 예수님에게 ‘승리’ ‘사자’ 등의
수식어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 보인다.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삶이 전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
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나사렛 촌동네에 사는 일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 당시 유대 땅을 통
치하던 로마 황제의 명령으로 모든 사람들이 본적지로 가서 호적을 정리해야 했는데, 다윗의 후손이
었던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도 다윗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호적을 하러 가게
된다. 많은 사람들로 인해 마땅히 숙소를 잡지 못한 그들은 짐승을 키우던 구유 딸린 방에 임시 거처
를 마련했는데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다. 그 바람에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안락한 요람
이 아닌 짐승의 여물통에 뉘어지게 된다.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은 의심과 질투의 화신인 헤롯왕에 의
해 죽을 고비를 맞는다. 이스라엘에 왕이 났다는 소식을 접한 헤롯이 2살 이하의 남아들을 모조리 죽
이라 명했기 때문이다. 그 일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데리고 이집트로 피신해야 했다. 어디 그뿐
인가? 후에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고향 사람들뿐만 아니라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철저하게 외면
당하셨다. 그러다가 마침내 십자가 형을 받고 돌아가시게 된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 의해 하나님
의 아들이 죽임당한 것이다. 그 이유는 당시 집권 세력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예수님이
철저하게 폭로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모두가 끝내는 예수님
께 등을 돌렸을 뿐 아니라 돌변하여 그를 대적하고 죽이는데 동참하게 된다. 그들은 이적을 행하고 기
이한 말씀을 하는 예수님을 처음엔 사자의 권위를 지닌 왕이요 메시야로 기대하고 따랐다. 하지만 그
들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은 고난을 당해 죽을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고 다녔고 끝내는 붙잡
혀 가서도 변명조차 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가셨다. 이런 모습에 일반 백성들은 엄청난 실망
감과 배신감을 갖게 되었다. 결국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뿐 아니라 일반 평민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로부터 외면 당한 셈이다. 그는 그렇게 힘없는 어린 양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
서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다윗의 뿌리’로 묘사한 계시록은 바로 이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한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계 5:6).
예수님은 일찌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셨다. 사실 어린 양과 사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동물이다. 그
렇기에 계시록에서 예수님을 사자와 어린 양으로 상반된 비유를 한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 . 하지만 예
수님을 어린 양인 동시에 사자로 비유한 것은 명백한 진리다. 먼저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 했
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대속하기 위해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처럼 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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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히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다. 그런데 죽어 시신이 되어 돌무덤에 누워있는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신 것이다.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님이 이제는 위엄있
는 사자로 부활하신 것이다. 힘 없는 어린 양으로 죽는 과정을 거치치 않고서는 결코 진정한 왕인 사
자가 될 수 없다.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은 사자는 단지 힘과 권위만 내세우는 무자비한 사자일 뿐 결
코 양들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왕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철저하게 어린 양으로 희생의 삶을 살다가 십
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 왕의 권력을 갖게 된 그분은 힘 없는 양들의 고충을 너무나도 잘 이해하
신다. 그렇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목자가 되고 진정한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유
일한 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인 동시에 사자로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어린 양으로 당신의 죄를 지
고 죽으신 사실이 당신에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통치자인 사자의 모습
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에겐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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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가 올 때까지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49:8~12)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유다에 대한 이스라엘의 예언은 불과 다섯 구절에 불과하다. 길이로만 따지자면 요셉에 이어 두 번째
라지만 그렇다고 별로 긴 예언도 아니다. 그러나 이 짧은 몇 마디의 예언은 신학적으로, 역사적으로 매
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단어 하나까지 그냥 지나치질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에는
10 절을 중심으로 성경적 왕권과 실로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한다.
이스라엘은 유다를 향해 ‘홀’이 유다로부터 떠나지 않을 것’이라 선포했다. 홀 (笏, scepter)이란 왕이
손에 쥐고 있는 작은 막대기 또는 패를 일컫는 단어인데 한 마디로 왕권을 상징한다. 이스라엘은 유다
에게 왕권, 요셉에게는 장자권을 부여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 레아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는 왕권
을, 라헬의 첫째 아들 요셉에게는 장자권을 줌으로써 왕권과 장자권의 절묘한 분할이 이루어진 셈이
다. 훗날 이스라엘의 역사 기록자(유대 전통에 따르면 에스라)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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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5:1-2).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다. 여기서 주권자는 왕권을 의미한다. 다윗은 이새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사무엘에게 기름부음을 받았다. 그 후 골리앗을 죽이는 사건으로 그는 단번에 국민적 영웅으로 떠올
랐지만 그로 인해 사울왕의 질투를 샀고 그 때부터 도망자 신세가 된다. 사울왕이 죽고 난 후 다윗을
옹호하는 세력들과 사울을 지지하는 세력들 간에 기나긴 내전을 거친 후 드디어 나라를 평정하게 되
고 당시에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이방 세력들까지 완전히 제압하게 된다. 이로써 이스라엘은 드디어
근동 지방의 패권을 거머쥐게 되었다. 작은 국지전을 제외하고는 크고 굵직한 전쟁을 승리함으로써
비로소 다윗은 그 땅에 평화를 가져온 위대한 왕으로 등극하게 되었다. 그 땅에 평화가 지속되자 다윗
은 어느 날 선지자 나단을 불러 성전을 건축할 계획을 밝힌다. 전쟁 통에 미처 신경쓰지 못했던 성전
건축과 예배에 나머지 힘을 쏟기로 작정했기 때문이다. 나단은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가지 내용의 답을
가지고 다윗에게 왔다. 하나는 성전 건축을 다윗이 아닌 아들 솔로몬에게 맡기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
나는 다윗의 왕권에 대한 영원한 확약이었다. 흔히 말하는 다윗 언약이 여기서 비롯된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사실상 아브라함 언약과 다윗 언약이라는 두 기둥 위를 관통하고 있다. 나단이 다윗에게 밝힌
다윗 언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네 수한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네 씨를 네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
하게 하리라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
라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
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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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네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전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삼하 7:12~16).
아브라함을 향한 언약은 ‘민족’과 ‘땅’에 관한 것이었다. 택한 백성과 약속의 땅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다. 반면, 다윗에게 허락한 영원한 언약은 ‘통치권’에 관한 것이다. 이 두 언약은 예수 그리
스도에 의해 완성된다. 영원한 나라, 영원한 민족, 영원한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고 그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이다. 사도 베드로는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정리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벧전 2:9~10).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택한 족속은 그리스도인이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말은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통치권 아래 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언약해 주시고 언약
대로 성취해 가신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은 언약의 수혜자이지 성취자가 아니다. 언약은 그들이
성취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성취하신다. 이스라엘은 ‘실로’가 올 때까지 유다에게서 통
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을 것이라 말했다. 실로는 벧엘 동북편, 즉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도시 이
름이다. 가나안 정복 후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 특히 당시 하나님
의 언약궤를 모신 곳도 실로였다. 사무엘이 어렸을 당시 엘리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 이스라엘이 블레
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빼앗기기까지 언약궤는 실로에 있었다. 블레셋에 언약궤를 빼앗긴 사건
은 사사시대를 마감하고 왕정 시대로 전환되는 결정적 계기를 불러왔다. 유대인의 성경 주해서인 미
드라쉬는 실로가 미래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야를 상징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실로는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메시야를 뜻하는 단어라는 말이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미드라쉬의 해석에 동
의한다. 따라서 지금 이스라엘이 유다에게 한 축복 중에서‘실로가 올 때까지’라고 한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야가 올 때까지’로 해석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홀(笏)’과 ‘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
하는 것이며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해석될 수 없다.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그들은 예수
님을 메시야로 인정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의
권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권력 아래에 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부담을 느낄 필요는 없다. 하
나님의 나라는 억압된 복종을 강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
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이다. 각자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는지 여부는 자기에게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될
일이다. 실로가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우리를 통치하게 되면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는 마음의 변화가
평강과 기쁨과 자유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런 값진 선물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예수님이 실로로 이 땅에 오셨음을 믿습니까? 그 사실이 당신에겐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당신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자입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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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 나라의 풍요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49:8~12)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유다에 대한 예언의 마지막 부분은 포도나무에 관한 것이다. 성경에서 포도나무는 풍요를 상징한다.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가 누릴 풍성한 결실들을 포도라는 상징을 통해 예언했다. 새끼 나귀라는 말은
활력이 넘치며 이리저리 뛰노는 모습을 연상시킨다. 유다를 향한 이스라엘의 예언은 사자로 시작해
서 나귀로 끝을 맺는다. 사자가 주권자, 통치자를 의미한다면 나귀는 그 통치권 아래서 풍요와 기쁨을
누리는 백성들을 의미한다 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볼 때 포도는 종종 포로의 삶, 피폐한 삶으로부터
의 구속을 의미하기도 했다.
예수님도 종종 포도를 비유로 들어 복음을 설명하셨다.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3절에는 포도원을
맡은 농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하나님 나라를 포도원으로, 성도를 포도 열매에 비유했다. 물론 포
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겼는데 그들은 정작 포
도 농사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데만 혈안이 되었다.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에게 계속해서 경고를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심하게 때리고 돌로 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다. 하나님은 마지막 대책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에게 보냈다. 그런데 그들은 상속자인 그 아들을 죽여 포도원을 공짜로 차지하
려 했다. 그들 손에 죽임 당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독차
지하려던 그들의 계획은 여지없이 빗나갔고 주인은 그 포도원을 그들에게서 빼앗아 다른 이들에게
맡긴다. 예수님은 포도원의 비유를 끝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
으리라” (마 21:43).
예수님은 포도원이 하나님 나라를 의미한다고 풀어 주셨다. 이를 듣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들은 예수님을 잡고자 했다. 당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자부하던 사람들이다. 결국 그들에 의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로 인해
줄곧 유대 민족이 관리해 오던 포도원은 이방인에게로 넘어가게 된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실패
로 인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롬 11:11~12).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에 관한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
을 온전히 섬기고 율법대로 살았다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와서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그들
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을 멀리했고 하나님의 자리에 우상을 놓는 것을 서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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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다. 그들의 종교관과 세계관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었기에 그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난 것일까?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여야 한다. 그것이 포도원의 풍성함을 가져오는 길이기 때문이
다. 하나님 나라는 유대 민족에게만 국한된 나라가 아니다. 세계 모든 만민들에게 열린 공간이다. 하
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야 했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야
했다. 물론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고 하나님 나라 건설의 초석을 놓긴 했지만 그 나라를
이방에까지 넓히는 풍성함을 이루지는 못했다. 이는 그들이 부도덕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의를 내세운 나머지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않은 교만 때문이었다 (롬 10:3참조).
결국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의 실패를 통해 하나님 나라에 참예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되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까지 이방인인 우리가 기여한 것이라곤
아무 것도 없다. 오직 이스라엘이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침투해 들어왔고 그 나라
의 풍성함을 우리가 공짜로 누리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은 지금 그 사실을 유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
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림이다. 애씀이 아니라 쉼이다. 누림과 쉼은 포도주 틀에 자기 몸을 으깨어
스스로 포도주가 되어 우리에게 주신 바 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렇기에 유다에 대
한 이스라엘의 예언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가 오셔서 이 땅에 만들 하나님 나라에 관한 내용인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나요? 그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한 일을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한 일은 무엇인가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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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라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49:13)
(13 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다. ()זְבּו ֻ֕ ֻלן לְ חֹוף י ִַמים יִ ְש ֶ֑ ֹכן
그는 배를 위한 해변이 될 것이며, ()וְ הּוא לְ חֹוף אֳנִיֶ֔ ֹות
그의 경계는 시돈까지가 될 것이다. ()וְ י ְַרכָתֹו עַל־צִ ידֹ ן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하리라.” 레아가 자신의 여섯 번째 아들을 낳고 한 말이다. 열두 아들 중 여섯 명
이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다. 스불론은 레아의 마지막 아들이자 서열상으로는 야곱의 열 번째 아들이
다. 맏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구해온 합환채를 라헬에게 넘기는 대신 겨우 얻어낸 야곱과의 동침으로
낳은 아들이 잇사갈과 스불론이다. 이스라엘은 유다 다음으로 스불론에게 예언을 했다. 서열상으로
는 마땅히 스불론보다 잇사갈이 먼저다. 그런데 야곱은 납달리를 형 잇사갈보다 앞서 언급한다. 이스
라엘이 왜 그랬는지는 성경 기록상으로는 알 길이 없다. 이스라엘이 스불론에게 한 예언은 그의 거처
에 관한 것이었다. 그 후손들은 해변에 거주할 것이고, 그 해변은 배를 위한 곳이 될 것이며, 그 경계가
시돈에까지 이를 것이라고 예언했다. 전부 땅에 관한 얘기다. 후에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스불론 지
파는 납달리, 잇사갈, 아셀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 사이에 끼인 좁은 땅을 할당받는다. 하지만 이후에
그들의 터전은 갈릴리 바다 서쪽에서 지중해 연안에 이르기까지 영토가 확장된다.
스불론은 ‘함께 거한다’는 의미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한다는 뜻을 가진 말이 임마누엘이다. 임
마누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예수님은 갈릴리의 한 작은 마을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곳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 경계에 있던 가버나움이었다 (마 4:13 참조). 메시야가 스블론 땅에서 공
생애를 시작하리라는 예언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다.
“전에 고통 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
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지경을 흑암
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사 9:1~2).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틀어 스불론은 유다나 에브라임처럼 중요하고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
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 이름값을 하게 되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
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한 사건을 이렇게 묘사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 1:14).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다. ‘거하신다’라는 헬라어 단어는 ‘에스케노
센’ (ἐσκήνωσεν)인데 이 동사의 원형은 ‘스케노오’(σκηνόω)다. 이 단어는 ‘장막을 펼치다’ 또는 ‘거처를
확장하다’라는 뜻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떠나 육신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은 그 나라와 단절하
10

고 이 세상으로 들어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까지 확장해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스불론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함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증해 주셨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산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 지칭하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칭하고 있다. 그러면
서 구원을 결혼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신부인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여 신랑으로 삼은 것
이 아니라 신랑인 예수님이 교회를 선택해서 신부로 삼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는 그리스도가
그의 장막을 우리에게까지 확장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도록 하셨음을 의미한다.
레아는 스불론을 낳고 “이제는 내 남편이 나와 함께 거할 것이다”라고 외쳤다. 그러나 그 외침과는 달
리 남편 야곱은 오직 라헬만 사랑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자격없는 자들과 함께 거하셨다. 사도 요한
은 그 모습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설명한다. 그리스도는 자기의 거처를 우리에게까지 확대
하여 죄인인 우리를 그의 거처 안에 함께 거하도록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우리에게까지 확
대되었다’는 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용서다. 용서란 하나님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 죄악에 빠진 사
람들을 하나님이 건져내어 안전한 장소로 옮기셨다는 말이 아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있
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영역을 확대하여 우리를 그 안으로 끌어들이셨다는 말이다. 다시 말해 나는 이
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살고 있는데도 내 주소가 하늘 나라로 바뀐 것과 같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가 나
의 통치자가 되신 것이다.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까지 그 장막을 펼치셨고 우리와 함께
거하셨다’는 말에 담긴 의미다. 모세는 숨을 거두기 전 스블론 지파에게 다음과 같이 축복했다.
“스불론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스불론이여 너는 나감을 기뻐하라 잇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
거워하라 그들이 열국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바다의 풍부
한 것, 모래에 감추인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신 33:18~19).
모세는 스불론에게 “나감을 기뻐하라”라고 말했다. 나간다는 말은 스불론이라는 이름과는 양립할 수
없는 말이다. 모세는 스불론에게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계속해서 확장하라고 명령한다. 그들은 모세
의 말대로 동으로는 갈릴리 바다까지 서로는 지중해까지 그 지경을 넓혀갔다. 그런데 그 사실은 더 중
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원래 납달리 땅이었던 가버나움과 갈릴리 호수 서쪽
지역을 스불론과 공유하게 되었고 결국은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하심으로 하
나님 나라의 지경을 우리들에게까지 확대하셨다. 스불론도 한 곳에 머물지 않고 계속 확장해 나갔고
이로써 스불론 지파의 땅이 그리스도가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이 되었으며 참 빛이 제일 먼저 비춰지
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 이처럼 하나님 나라에서 진정한 거함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떠남이요 나감
이다. 스불론 지파가 이스라엘의 예언대로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까지 그 지경을 넓힘으로 구속사의
중요한 터전을 일구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야 한다. 물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확장하
신다. 그러나 반드시 그 도구인 우리들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 받았다는 말은 한
곳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자들이라는 뜻이다. 그런 의미
에서 믿고 나가는 자들이 남편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곳, 그곳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고 있습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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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요와 나태 사이에서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49:14~15)
(14 절)
(15 절)

잇사갈은 강한 나귀이다. ()יִ שָ שכָר חֲמֹ ר ּגָ ֶ֑ ָּ֑רם
두 안장 사이에 앉은. ()רֹ בֵ ץ בֵ ין הַ ִמ ְשפְ תָ יִם
그는 살기 좋은 곳을 보았고, () ַוי ְַרא ְמנֻחָ ה כִ י ֶ֔טֹוב
마음에 드는 땅을 (보았다.) ()וְ את־הָ אָ רץ כִ י נָעֵ ֶ֑מָ ה
그래서 그는 짐을 메기 위해 어깨를 내리고, () ַויֵט ִשכְ מֹו לִ ְס ֶ֔ ֹבל
그는 압제 아래 일하는 노예가 된다. ()וַיְ הִ י לְ מַ ס־עֹ בֵ ד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야곱의 맏아들 루우벤이 들에 나갔다가 합환채를 발견하고는 가져와 어머니 레아에게 주었다. 그것
을 본 라헬이 레아에게 합환채를 달라고 했고 라헬은 그 대가로 남편 야곱과의 동침을 허락하겠다고
제안 했다. 이를 보면 라헬이 야곱과의 동침권까지 좌지우지 할 정도로 야곱의 총애가 대단했던 것으
로 보인다. 어쨌든 거래는 성사되었다. 하루 종일 들에서 양을 돌보다가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
아 온 야곱을 레아가 마중나왔다. 그리고는 다짜고짜로 합환채로 동생 라헬로부터 동침권을 샀으니
자기와 동침하자며 야곱을 잡아 끌었다. 그렇게 해서 연거푸 낳은 아들이 잇사갈과 스불론이다.
잇사갈은 야곱의 아홉 번째 아들이자 레아가 낳은 다섯 번째 아들이다. 사실 레아는 넷째 유다를 낳은
후부터는 갑자기 출산이 멈췄다. 라헬이 자기를 대신해서 아들을 낳으려고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주
었는데 이에 질세라 레아도 야곱에게 자신의 몸종 실바를 주었다. 후에 레아는 잇사갈을 낳고는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주어 아들을 낳도록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값으로 이 아들을 주셨다고 했다. 잇사
갈이란 이름은 그렇게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야곱이 살아있던 때에는 잇사갈은 그저 열두 아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그는 한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네 형과는 달리 가족 소개 때만 잠깐 등장했을 뿐 존재감이 거의 없었다. 특
히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을 당했을 때에도 그의 친여동생임에도 불구하고 세겜 사람들을 살육하
는 사건에 가담하지도 않았고 어떠한 의견을 제시하지도 않았다. 물론 그때는 나이가 어려서 그랬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잇사갈은 스불론과 함께 별로 이름이 언급된 적이 없었다.
이스라엘은 죽기 직전 그의 아홉 번째 아들 잇사갈을 향해 아주 짧은 예언을 남겼다. 이스라엘이 한 예
언은 2행 (14 절)과 4행(15절)으로 구성된 짧은 시다. 첫 두 행은 잇사갈의 강함을 강조한다.
잇사갈은 강한 나귀이다. ()יִ שָ שכָר חֲמֹ ר ּגָ ֶ֑ ָּ֑רם
두 안장 주머니 사이에 앉은. ()רֹ בֵ ץ בֵ ין הַ ִמ ְשפְ תָ יִם
나귀를 수식하는 단어인 게렘()ּגרם은 짐승의 통뼈를 의미한다. 몸을 지탱하는 가장 강한 뼈다. 강한 나
귀가 막 출병을 하기 위해 두개의 안장 주머니 (saddle-bags)사이에 앉아 있는 형상을 묘사하고 있다.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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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 ‘미스페타임’ () ִמ ְשפְתַיִם은 짐승의 등에 얹는 안장의 양쪽에 있는 주머니를 일컫는 단어인 동시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 들판에 친 울타리를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 한글 성경은 ‘양의 우리’로 번역했는
데 강한 나귀와는 뭔가 어울리지 않는 듯하다. 많은 학자들은 이 예언을 근거로 잇사갈 지파가 매우
용맹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 증거를 찾고자 애쓰는 분들도 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을 읽을 때 미리 결론을 정해 놓고 그 증거를 찾는 식으로 읽다보면 억지 논리에 사로잡힐 수 있다. 사
실 잇사갈이 타 지파에 비해 용맹스러웠다는 기록은 어디서도 찾을 수 없다. 개인적으로 이 말은 용맹
스러움이 아닌 부지런하게 일하는 것을 뜻하는 말이 아닌가 싶다. 이어지는 구절은 그러한 사실을 강
하게 암시한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노래한다.
그는 살기 좋은 곳을 보았고, () ַוי ְַרא ְמנֻחָ ה כִ י ֶ֔טֹוב
마음에 드는 땅을 (보았다.) ()וְ את־הָ אָ רץ כִ י נָעֵ ֶ֑מָ ה
그래서 그는 짐을 메기 위해 어깨를 내리고, () ַויֵט ִשכְ מֹו לִ ְס ֶ֔ ֹבל
그는 압제 아래 일하는 노예가 된다. ()וַיְ הִ י לְ מַ ס־עֹ בֵ ד
잇사갈은 가나안 정복 후에 갈릴리 호수 남쪽의 기름진 땅을 분배받았다. 그곳은 가나안 땅에서도 손
에 꼽히는 비옥한 땅이다. 땅이 기름지다는 말은 축복일 수 있으나 땅에 매여 살아야 한다는 단점도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유목민의 후예들이었다. 그들은 목초지를 찾아 이리저리 떠도는 유목
민들이었는데 그런 그들이 이집트로 와서는 정착 생활을 하게 된다. 떠돌이 생활을 하며 유목을 하는
것과 한 곳에 정착하여 가축을 치는 것은 분명 다르다. 공교롭게도 그들은 요셉이 죽은 후 노예로 전
락하게 된다. 물론 이집트에서 농사를 지은 것은 아니지만 한 곳에 정착해 얽매여 산다는 점에서는 별
로 다를 게 없다. 잇사갈은 비옥한 땅을 분배 받았고 땅이 주는 풍요를 누렸다. 하지만 그 땅은 풍요를
주는 대신 고된 노동을 요구했다. 마치 노예처럼 자유와 은혜가 속박당하는 삶을 살아야 했던 것이다.
땅이란게 그렇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 이리저리 떠도는 삶을 살도록 했다. 아브라함의 가족들
도 모두 갈대아 우르 지역을 떠나 메소포타미아 북서쪽의 밧단아람에 살면서 유목 생활을 했다. 유목
민의 살림은 무조건 간편해야 한다. 언제든지 땅이 허락하지 않으면 다른 목초지를 찾아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농사는 그렇지 않다. 땅은 늘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준다.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이리저리 목초지를 찾아 헤멜 필요도 없고 한 곳에 정착해서 살면 된다. 하지만 영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정착은 나태함을 부르기 십상이다. 정착은 안정을 추구하게 되고 위험을 회피하게 만든다. 세상에
서는 안락한 삶을 누리겠지만 사실은 점점 세상의 노예가 된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안정적인
삶을 얻기 위해 기꺼이 세상의 노예가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사람들
이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모습이 아니다. 잇사갈은 좋은 땅을 얻는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
를 포기했다. 잇사갈이란 이름처럼 그는 자유와 은혜를 값으로 지불하고 대신 이 세상의 풍요를 얻은
것은 아닐까?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이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그네처럼 사는 삶과 농부처럼 사는 삶이 어떻
게 다를까요? 당신은 이 땅에서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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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그 영욕의 이름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48:16~17)
(16 절)
(17 절)

단은 그의 백성을 심판할 것이다. ()דָ ן י ִָדין ע ֶַ֑מֹו
이스라엘의 한 지파와 같이. ()כְ אַ חַ ד ִשבְ טֵ י יִ ְש ָראֵ ל
단은 길가의 뱀이 될 것이며, (ֵי־דרְך
ֶ֔ )יְ הִ י־דָ ן נָחָ ש ֲעל
오솔길의 독사가 (될 것이다,) (עלֵי־אֶֹ֑ ַרח
ֲ ) ְשפִ יפֹ ן
말발굽을 물 것이며, (י־סּוס
ֶ֔ ֵ)הַ ּנֹשֵ ְך עִ קְ ב
말에 탄 자는 뒤로 떨어질 것이다. ()וַיִ פֹ ל רֹ כְ בֹו אָ חֹור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단 지파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 가장 역동적인 역사를 만들어간 지파다.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분
배 받는 과정에서 단 지파는 사실 제대로 된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당시 땅 분배는 제비뽑기로 이루
어졌다. 인간들이 어떤 기준을 세워 분배를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랐다는 말이다.
르우벤과 갓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가나안 정복 이전에 요단 동쪽 땅을 원해 그곳을 분배 받았고,
전쟁이 끝난 후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가장 먼저 요단 서쪽 땅을 분배
받았다. 그리고 일곱 지파가 남았다. 아직 정복되지 못하고 남아 있는 땅이 그만큼 많았다는 뜻이다.
사람들은 각 성읍들을 다니며 정탐을 해서 지도를 만들었고 그 땅을 일곱 지역으로 나누었다. 여기서
도 분배 기준은 제비뽑기였다. 그 제비뽑기에서 제일 마지막을 차지한 지파가 바로 단 지파다.
당시 단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및 베냐민 지파와 경계를 이루는 땅을 할당받았다. 이 땅은 매
우 비옥한 세필라 골짜기를 포함하여 지중해 연안의 평야 지역이었다. 그런데 그 땅은 두 가지 문제
점을 안고 있었다. 첫째는 그곳에 살고 있는 블레셋 족속의 힘이 매우 강성하여 단 지파가 능히 그들
을 몰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수세에 몰렸다는 점이며 (삿 1:34참조), 단 지파의 인구수에 비해 지나치
게 좁은 땅을 할당받았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단은 스스로의 힘으로 계속해서 땅을 넓혀가야 했다.
단은 그런 이유로 다른 지파들에 비해 힘들게 살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수 밖에
없었다. 뛰어난 힘과 용맹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세상과 우상의 유혹에 한없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
었다. 단 지파를 대표하는 인물은 사사 삼손이다. 삼손은 부모와 함께 딤나로 가는 도중에 자기를 보
고 으르렁 거리는 젊은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였다. 짐승의 왕이 사자이니 삼손은 사자 중의 사자인
셈이었다 (신 33:22참조). 하지만 그는 블레셋 여인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힘의 원천인 머리털이 잘
려나가고 눈이 뽑혀 블레셋의 옥에 갇혀 맷돌을 돌리는 신세로 전락하고 만다.
단 지파를 대표했던 삼손의 삶은 단 지파 전체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사시기 18장에는 단 지파가
어떻게 그들이 살 땅을 마련했는지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먼저 사사기 18장 1~2절의 기록
을 읽어보자.
“그 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 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음이라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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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에서부터 자기 온 가족중 용맹 있는 다섯 사람을 보내어 땅을 탐지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
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
니라” (사 18:1-2).
단 지파를 대표해서 마땅한 땅과 그 정세를 알아보기 위해 파송 받은 이들이 하필이면 에브라임 산지
에 있는 미가의 집에 유숙하게 되었다. 그들은 미가의 집에서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취하고 그
것을 가지고 북쪽까지 올라갔다. 그들은 우상을 손에 들고 한 곳에 이르러 그곳을 정복하고 그 이름을
라이스라고 했다. 그들은 용맹스러웠고, 무자비하기까지 했다. 마치 여호수아가 파죽지세로 가나안
족속들을 무찌른 모습을 방불케 할 정도였다. 바로 단을 향한 이스라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었다. 그들은 늘 용맹했고 그 지파 출신인 삼손은 심판자 (사사)로서 이름을 날리기도 했다. 그러나 그
들은 하나님과 우상을 구분하지 못했고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분별하지 못했다. 이스라엘은 단에 대
해 길가의 ‘나하스’()נָחָ ש가 될 것이고 오솔길의 ‘스피폰’ () ְשפִ יפֹ ן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창세기 3장에
서 하와를 꾄 동물이 바로 ‘나하스’다. 나하스는 성경에서 매우 이중적 의미를 지닌 동물이다. 하나님
의 지혜를 나타내기도 하고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술을 의미하기도 한다. 알다시피 예수님은 제자들
에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명령하셨다. 뱀의 지혜는 선한 목적으로 쓰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만
악한 목적으로 쓰이면 가장 세상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단은 이 두 가지 상반된 면을 모두 다 지닌 지파
였다. 한편 독사로 번역된 ‘스피폰’은 성경 전체에서 여기에 딱 한 번만 등장하는데 사막 오솔길에 웅
크리고 있다가 짐승이나 사람을 불시에 공격해 치명상을 입히는 무서운 동물이다.
단이 그랬다. 단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점령한 후 에발산에서 저주가 선포되고 그리심산에서 축복
이 선포될 때 에발산에 서서 저주를 선포한 여섯 지파 중의 하나다. 훗날 왜 이스라엘은저주를 받았는
가? 바로 우상 숭배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을 가장 가증하게 여기신다. 단 지파
는 자신들의 입으로 그 저주를 선포해 놓고도 그 일을 자행하는 우를 범했다. 누구보다 용맹했고, 누
구보다 충실하게 자신들의 사명을 다했지만 그들은 우상 숭배로 자신들이 공들여 만든 탑을 하루 아
침에 무너뜨렸다. 어쩌면 그들은 그 우상들을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으로 착각했을지도 모른다. 하나
님의 지혜를 세상을 살아가는 방편으로 치부해버린 셈이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나하스의 속임수에
넘어갔듯이 말이다.
단 지파의 상반된 두 모습은 우리들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든다. 주일이면 수 많은 사람들이 교
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각기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고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지만 각자의 마음 속에 그려진 하나님은 천차만별이다. 우리의 삶의 방식, 가치관에 따
라 각자가 믿는 하나님이 다르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건지 아니면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건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지금 하나님께 바라고 구하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보면 된다. 어쩌면 많은 분들이
단 지파처럼 용맹스럽게 가나안 땅을 개척해 가면서도 실제 가슴 속에는 우상을 품고 살아가고 있을
지도 모른다. 정말 우상 숭배로부터 당신은 안전한가? 단 지파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며 각자의 신앙
에 대해 생각해 보기 바란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당신에겐 단 지파처럼 이중적인 모습이 있지 않습
니까? 당신은 어떻게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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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49:18)
(18 절)

제가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יתי יְ הוָה
ִ ִ)לִ ישּוע ְָתָך קִ ּ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단을 향한 이스라엘의 예언은 이 부분에서 갑자기 일인칭 주어로 바뀐다. 이스라엘은 지금 단의 구원
이 아닌 예언을 하고 있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고 고백한다.
“제가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이 짧은 구절이 과연 단을 향해 한 말인지 아니면 이스라엘 자신에 대한 기도인지를 놓고 학자들 간에
도 일치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만약 이 구절이 이스라엘 자신을 지칭하는 것이라면 이
스라엘이 죽음을 앞둔 바로 이 시점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자 하는 온전한 구원을 기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구절이 단을 대신해서 한 기도라면 자신의 후손인 단 지파가 하나
님으로부터 멀어질 위험이 있고, 그로 인해 단 지파가 구원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구원의 원천이
신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기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필자는 일인칭 대명사가 이스라엘 자신을 지칭
하는 것이든 단 지파를 지칭하는 것이든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본다. 그것보다는 이 고백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구원은 히브리어로 ‘예수아’ ()יְ שּועָה다. ‘여호수아’ ()יְ הֹושּו ַע와 이음 동의어다. 둘 모두 ‘구원’이라는 의미
를 갖고 있다. 이스라엘의 이 짧은 예언시에는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절절하다. 구원이라는 것이 그렇
다. 간절함이 없이는 구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구원에 대해 간절했는지
를 다음과 같이 표현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롬 7:24).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곤고한 사람이라고 했다. 로마서 7 장에는 ‘죄’라는 덫에 걸린 위대한 사도의 막
막한 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바울은 말 그대로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다. 그랬기
에 그는 하나님의 모든 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며 살았고, 율법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행동을 하는 사람
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응징하기도 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스스로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
는 자’로 여겼다. 이는 결코 과장이 아니다. 바울은 실제로 그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랬기에 율법을 지
켜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그에겐 눈엣가시처럼 보였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율법을 파괴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린
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에도 바울은 그 현장에서 당당하게 증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그는 그러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제 손으로 직접 예수 믿는 사
람들을 잡아 감옥에 쳐넣는 일까지 앞장서서 주도했다. 그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이라면 예루살
렘에서 다마스커스까지 가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렇게 유대교에 열심이던 그가 다마스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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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그가 깨달은 것은 자신도 어쩔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었다. 이세상에 의인은 없으며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인은 단 한 사
람도 없다는 사실에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모양이다.
바울은 지금껏 율법은 문자 그대로 지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할례를 받고, 절기와 금식을 지키
고, 희생 제사를 지내며, 음식을 가려 먹고 율법이 정한 모든 것을 지키면 그걸로 충분한 줄 알았다. 외
견상 모든 법도를 지켰기에 당연히 그는 스스로를 의인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율법이 자신의 행위가
아닌 마음 속을 비추자 그는 그만 고꾸라지고 말았다.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다. 하
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
기에 의롭다고 여겼던 행위들이 그를 빛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율법이 주어지자 그의 마음 속에서 그것을 지키고 싶은 욕망이 생겼고 그 욕망대로 자기가 보기에 완
벽할 정도로 율법을 다 지켜내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하나님은 도리어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다. 다시 말해 율법을 어겨도 죄인이고 율법을 다 지켜 행해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이다. 바울
은 마음으로는 의의 법인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율법만 보면
그것을 지켜 자신의 의를 입증해 내고야 말겠다는 욕망에 사로잡혔다. 사도 바울은 비로소 자신의 마
음 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의 본성에까지 다다르게 된 것이다. 그 죄의 뿌리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빼낼 수 없고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면 할 수록 점점 더 강하게 죄의 덫이 자신을 조여 온다
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한 위대한 사도는 한탄의 외마디를
토해낸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진정한 구원에 대한 요청은 바로 자신의 존재에 대한 올바른 깨달음에서 비롯된다. 이스라엘은 늙어
죽을 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다. “제가 당신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여호와여!” 이 간
절한 외침이 우리들에게도 있는가? 그저 교회 나가면 천국 간다는 말에 주일마다 교회에 나오고 있는
건 아닌가? 정말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죄인의 몸을 벗어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 있는가? 그런 간
절함이 없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기독교는 단순히 종교 의식을 행함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종교
가 아니다. 흔히 말하는 강한 성령 체험을 했다고 구원되는 것도 아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의 천
사를 직접 보고 입을 열어 주인 발람을 꾸짖은 당나귀도 구원을 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하지만 진정한
구원은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온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 죄문제로 인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만이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비로소 알게 된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떻게 구원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당신에게도 그런 절박함과 간절함이 있었습니까? 그
상황에서 당신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구원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무
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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