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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선악과 (주일)
오늘의 본문 (창 2:9)
(9 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도 좋은 모든 나무가 그 땅에서 자라도록 하셨습니다.
() ַויַצְ מַ ח יְ הוָה אֱֹלהִ ים ִמן־הָ אֲדָ ָ֔ ָמה כָל־עֵץ נֶחְ מָ ד לְ מַ ְראֶ ה וְ טֹוב לְ מַ אֲכָ ָ֑ל
생명 나무는 그 동산 가운데에 있었고, ()וְ עֵץ הַ חַ יִ ים בְ תֹוְך הַ ָ֔ ָגן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 동산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וְעֵץ הַ דַ עַת טֹוב ו ָָרע

묵상을 위한 이야기
인간을 위해 준비된 동산에는 모든 종류의 나무들이 자라났다. ‘보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모든 나
무’라 했다. 물론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그 중의 하나다.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한가운데 자라났다. 저자는 특별히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강조하
고 있다. 이 두 나무의 이름은 성경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사실 ‘나무’라고 표현했지만
이를 수식하는 ‘생명’과 ‘선과 악에 대한 지식’은 기독교를 떠받치는 두 기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
도로 아주 중요한 단어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든 줄여서 선악과 나무라고 하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이 나무만큼 인류 역
사에 영향을 준 것은 없다는 사실이다. 보기에 따라서 인류 역사는 바로 이 선악과 나무로부터 출발했
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역사상 단 한 번, 그리고 아담과 이브 두 사람만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 먹
었을 뿐이다. 더 이상 그 후손들이 선과 악을 알기 위해 매번 그 나무의 멸매를 먹을 필요가 없었다. 하
지만 우리 조상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 모든 인류가 유전적으로 이미 다 감염되었다.
우리 생각에 선과 악을 아는 나무는 매우 위험한 나무다. 어느 정도로 위험하냐면 인류의 조상인 아담
한 사람이 그 열매를 먹었는데 그로 인해 모든 후손들이 죽음을 경험하게 됐으니 말이다. 참으로 억울
하기 짝이 없다. 어떤 이들은 아담이 그 나무의 열매 대신생명 나무 실과를 따 먹었어야 했다면서 아
담의 실수를 한탄하기도 한다. 아담이 생명 나무 열매를 따먹었더라면 우리도 영생했을 거라 말한다.
또한 선악을 아는 상태로 영생하는 것을 원치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를 어떻게 해서든 아담이 먹지 못하도록 하셨어야 했다고도 말한다. 이처럼 지나간 역사를 놓고 가정
하는 것은 깊은 아쉬움 때문일게다. 선악과를 놓고 벌이는 역사적 가정들도 역시 그렇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일 뿐이다. 그렇다면 선악과 나무가 그렇게 위험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왜 그런 걸 만들어
서 순진한 아담 앞에 갖다 놓은 것일까? 하나님은 아담이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으리라고 미처 생각
하지 못하셨을까? 마치 펄펄 끓는 물주전자를 아무런 보호 장치도 없이 아이 앞에 위험천만하게 갖다
놓은 꼴이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가 실수로 물을 엎질러 몸을 데었다 해서 매정하게 그 아이만 나무랄
수 있을까? 뜨겁다는 게 뭔지 전혀 모르는 순진한 아이일 뿐인데 단지 미리 경고했다는 이유만으로 모
든 책임을 그 아이에게만 물을 수 있을까? 선악과 문제를 놓고 인류는 여전히 해답없는 논쟁 중이다.
게다가 꼭 이 대목에 오면 어김없이 자유 의지라는 말이 등장한다. 인간은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자유 의지를 지니고 태어난다는 거다. 4 세기 말에 영국 출신의 펠라기우스라는 사람
3

이 있었다. 영국에서 로마로 건너온 그는 당대 최고의 신학자 어거스틴의 반대편에 서서 인간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고 주장했다. 일설에 의하면 그는 실제로 그런 삶을 살려고 굉장히 노력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자유 의지라는 것이 있기에 언제든지 자신의 의지로 항상 선을 선택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담은 애석하게도 스스로 악을 선택했고 그 결과 영생에 실패했지만 그것
은 아담 한 사람만의 문제이지 인간 보편의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사실 어떤 이들은 비겁하게 죄
를 짓고도 하나님의 주권 때문이라는 말로 자신을 합리화하기도 한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로
자신의 죄를 너무 가볍게 용서해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이런 주장을 할 만도 하다 싶다. 그러나 이러한
펠라기우스의 주장은 기독교 내에서 이단으로 정죄되어 오늘날까지 이르고 있다. 그렇지만 오늘날
도 이런 주장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있어 그 잔재는 여전히 기독교 내부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있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히브리어로 ‘에스 하닫트 토브 바라’()עֵץ הַ דַ עַת טֹוב ו ָָרע다. 지식 나무 (tree
of knowledge)라는 의미다. 무엇에 관한 지식인가? 당연히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이다. 그러니까 이 나무
의 열매를 먹으면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이 생긴다는 뜻이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 자, 그러면 아담에게
선과 악에 관한 지식이 언제 생겨났는지 궁금해지지 않는가? 조금만 생각해 본다면 아담이 그 나무의
열매를 먹기 전에는 선악에 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을 알 것이다. 다시 말해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건 악한 것이라는 지식이 그에게는 아직 없었다는 말이다. 그러니 당연히 아담은 그 나무의 열매를 따
먹는 것이 악이라는 선악 판단을 할 수 없는 존재였다. 어떤 이는 하나님의 경고가 이미 있지 않았느
냐고 반론을 제기한다. 하지만 선악 판단에 대한 어떠한 지식도 없는 아담이 하나님의 경고를 선으로
판단하고 반대로 그것을 어기는 것을 악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까?
사실 선악을 판단하는 문제는 그 열매를 따 먹은 후에야 비로소 생겨났다. 따라서 선과 악을 판단하여
행동하는 자유 의지도 동일하게 그 후의 문제다.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 먹기 전까지 아담은 무죄다.
또한 그 행위를 좌지우지하는 자유 의지조차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도 모
르니 자신의 의지를 발동하여 악을 제어할 필요조차 없었다. 인간들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을 처음부터
원천 봉쇄하고자 했다면 하나님은 애당초 선악을 알게하는 나무를 아예 만들지 말았어야 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문제가 제기된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말이다. 선
과 악을 아는 나무를 만드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 소관이다. 인간이 감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감 놔
라 배 놔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들어 굳이 에덴 동산 가운데 두신 이유
를 우리는 알 수 없다. 어쨌든 이 나무로 인해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는 단절되었다.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 후에야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 여전히 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
을 살아간다. 왜 하나님은 인간들을 하나님 나라로 끌어 들이기 위해 이런 험난한 길을 택하셨을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인간이 반드시 알아야 할 뭔가가 있어서가 아닐까? 아마도 그 뭔가는 우
리가 먼지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감히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 아닐까?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은 어떤 이유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가운데 두셨을까요? 그 나무는 정말 인간을 위
협하는 악한 것일까요? 선악을 알게 되는것이 당신에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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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생명의 근원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10~14)
(10 절) 강 하나가 그 동산을 적시기 위해 에덴에서부터 흘러 나왔습니다.
()וְ נָהָ ּר יֹ צֵ א מֵ ֵָ֔עדֶ ן לְ הַ ְשקֹות אֶ ת־הַ גָ ָ֑ ָּ֑ן
그곳에서부터 강은 나뉘어졌고, 4개의 강줄기가 되었습니다.
(אשים
ִ ּומשָ ם יִ פ ֵ ָָ֔רד וְ הָ יָה לְ אַ ְרבָ עָה ָר
ִ )
(11 절) 첫째의 이름은 비손입니다: (ישֹון
ָ֑ ִ)שֵ ם הָ אֶ חָ ד פ
금이 있는 하윌라 땅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강입니다.
()הּוא הַ סֹ בֵ ב אֵ ת כָל־אֶ ֶרץ הַ חֲוִ י ָָ֔לה אֲשֶ ר־שָ ם הַ זָהָ ב
(12 절) 그 땅의 금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וז ֲהַ ב הָ אָ ֶרץ הַ הִ וא ָ֑טֹוב
그곳에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었습니다. ()שָ ם הַ ְבדֹ לַח וְ אֶ בֶ ן הַ שֹ הַ ם
(13 절) 두 번째 강의 이름은 기혼입니다: (יחֹון
ָ֑ ִ)וְ שֵ ם־הַ נָהָ ר הַ שֵ נִ י ג
구스 땅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 강입니다. (סֹובב אֵ ת כָל־אֶ ֶרץ כּוש
ֵ ָ֔ ַ)הּוא ה
(14 절) 세 번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티그리스)입니다: (ישי חִ ָ֔ ֶדקֶ ל
ִ ִ)וְ שֵ ם הַ נָהָ ר הַ ְשל
앗수르 동쪽으로 흐르는 강입니다. ()הּוא הַ הֹ לְֵך קִ ְדמַ ת אַ ָ֑שּור
네 번째 강은 유브라데(유프라테스)입니다. ()וְ הַ נָהָ ר הָ ְרבִ יעִ י הּוא פְ ָרת

묵상을 위한 이야기
물은 곧생명이다. 그리스의 철학자 탈레스는 물을 모든 우주 만물의 근원이라고 주장했다. 그 정도로
물은 인간의 생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다. 물이 없으면 사람은 독해진다. 마침내는 죽을 수도 있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온 뒤 가장 먼저 맞닥뜨린 문제가 바로 물이다. 홍해를 지나 애굽의
추격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구원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태어나서 처음으
로 자유를 만끽했다. 한동안의 축제가 끝나고 그들은 모세의 인도로 수르 광야로 들어간다. 모세가 인
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 모세도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누군가에게 이끌려 가고 있을 뿐
이다. 여기 쓰인 히브리어 동사 표현을 보면 그렇다. 그들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사흘 길을 걸었
다. 목이 타올랐을 것이다. 견딜 수 있는 한계 상황에 다다르자 여기저기서 불평과 한숨 소리가 새나
오기 시작했다. 그런 그들 앞에 갑자기 한 오아시스가 보였다. 그들은 허겁지겁 달려들어 물을 마셨다.
그런데 물이 너무 써서 어느 누구도 마시지 못했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하며 외쳤다. “우리가 무
엇을 마실까?”(출 16:24). 백성들은 그 물을 ‘마라’라 불렀다. 마라는 비통, 고통이란 뜻이다. 먹을 수 없
는 물은 고통이다. 생명이 없는 물은 비통이다. 바로 그 때 하나님은 그 쓴 물을 고치셨고 그들은 비로
소 물을 마실 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잠시 후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난다. 샘 열 둘과 종려나무
일흔 그루가 있는 생명샘이었다. 이처럼 광야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었다.
인류는 강을 따라 문명을 일으켰다. 인류 4대 문명의 발상지도 모두 강을 끼고 있다. 네 강은 나일강,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강, 인더스강, 황하강이다. 그렇다. 강은 고대인들에게 삶의 터전이자 생명의
원천이었다. 사람들은 강을 중심으로 몰려 들었고, 모여든 사람들은 물질 문명뿐 아니라 종교와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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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만들었다. 강으로 몰려 든 사람들이 만들어 낸 것들은 모두 공통된 특징이 있다. 문자, 청동기, 도
시, 그리고 신이다. 강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고 삶을 풍요롭고 윤택하게 해 주는 소중한 것이기도 하
지만 동시에 강은 그들의 생명과 풍요를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이기도 했다. 수시로 범람하는 강은 일
시에 수 많은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앗아갔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강의 혜택을 극대화하고 강의
위협을 최소화 해줄 수 있는 신이 필요했다.
에덴을 조성하신 하나님은 이제 모든 생명을 유지해 주는 샘을 만드셨다. 성경은 “강 하나가 그 동산
을 적시기 위해 에덴에서부터 흘러 나왔습니다”(2:10)라고 기록하고 있다. 에덴을 모두 적신 물이 넘쳐
한 줄기 강이 생겨 났다. 그 강은 다시 네 갈래로 나뉘어 서로 다른 네 개의 강을 만들었다. 네 강의 이
름은 비손, 기혼, 티그리스, 그리고 유프라데스였다.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는 아직도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다. 그러나 비손과 기혼은 어느 강을 말하는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어떤 이들은 비손은 인더스
또는 갠지스 강으로, 기혼은 나일강으로 보기도 한다. 구스를 지금의 이디오피아 지역을 말하기 때문
에 당연히 나일강으로 본다. 하지만 구스는 함의 아들이고, 히윌라는 구스의 아들이다. 창세기 10장의
기록을 보면 오히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 구스 땅일 확률도 있다. 물론 나중에 이들이 북아프리카 지
역으로 이동했을 수도 있다. 그러니 강의 정확한 위치는 알아내기가 힘들다.
따라서 오늘날 어느 강이 에덴으로부터 발원했는지 알아내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다. 이름이 변했
을 뿐 아니라 지형도 변했다. 솔직히 에덴의 위치조차 불분명한데 강의 이름을 찾는 것이 무슨 큰 의
미가 있겠는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담이 거처하는 그 동산을 적시기 위해 흘러나온 물이 강이
되고, 그 강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끌어 모으는 큰 강이 되었다는 것이다. 에덴은 생명의 원천이었
다. 그리고 새생명을 위한 원천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 생명의 원천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다.
요한은 그 광경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
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
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계 22:1~2).
아담과 하와는 생명수가 흐르는 에덴으로부터 추방되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를 먹었기 때
문이다. 하나님은 에덴의 문을 닫으셨다. 모든 것은 차단됐고 에덴은 더 이상 생명수를 분출해 내지
않았다. 그런데도 여전히 강은 흐른다. 근본적인 생명의 근원은 사라졌지만 강은 여전히 인간들의 욕
망을 부추기는 도구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강가로 몰려들었다. 자신들의 욕망을 성취하기
에 강만큼 훌륭한 곳은 없었다. 그렇게 모여든 이들은 하늘 끝까지 닿아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갖고
자 했다. 요셉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한 땅에서 살았다. 고센이라는 땅은 나
일강의 비옥한 토사들이 쌓이는 곳이다. 자유의 몸이 된 그들이 아직도 그 비참했던 노예의 삶을 그리
워했던 것은 그 정도로 강이 가져다 준 풍요가 엄청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지금 광야로 나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한 이집트 사람들
은 나일이 주는 풍요를, 앗수르 사람들은 티그리스와 유프라데스가 주는 혜택을 편안히 앉아서 누리
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아직도 오아시스를 찾아 광야 이곳저곳을 헤메고 있다. 모세
는 그들에게 말한다. 바로 그 물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 이스라엘을 지명하여 불렀고, 그들을 인
도하고 계신다고 말이다. 처해진 현실은 암울해 보이지만 그들에겐 새생명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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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상에 남겨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사람들은 세상이라는 풍요의 강줄기에 너도 나도
빨대를 꽂고 갈증을 해소하려 애를 쓴다. 하지만 기갈을 해소할 도리가 없다. 마셔도 마셔도 갈증은 더
해질 뿐이다. 부자는 더 많은 부를 원한다. 이름난 이는 더 높은 명예를 얻기 위해 강가로 달려간다. 대
대손손 뿌리내릴 좋은 터를 발견하고자 강가를 찾는 이도 있다. 하지만 세상이라는 강은 결코 만족을
주지 못한다. 그 곳엔 풍요도 생명도 없다. 오히려 생명을 갉아 먹을 뿐이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들을
위해 새로운 생명의 강을 준비해 두셨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은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외치셨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
이 흘러 나오리라” (요 7:37~38).
이 말씀은 하신 날이 명절 끝날 곧 큰 날이었다 (요 7:37). 이 명절은 초막절이다. 다 아는대로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나와 광야 40 년을 지낸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다. 물도 없이 갈증으로 힘들
어 했던 조상들과 같이 유대인들은 진정한 생명수를 얻으려는 갈증이 극에 달해 있었다. 바로 그 때 예
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해갈과 영생을 주는 생명수였다. 우리들은 어떠한가? 진정한 생명
수를 마셨는가? 에덴을 적시고 세상 모두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 생명수 말이다. 에덴에서 발원한 네
개의 강을 보면서 그 생명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지금 당신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세상의 강가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입니까? 당신은 세상
의 강에서 타는 목마름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그 목마름의 끝에서 무엇을 보게 되었나요? 혹
시 아직도 여전히 세상 주변을 서성이며 혀끝의 달콤함에 취해 설탕물만 들이키면서 갈증으로 몸이
타들어 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생명수는 오직 한 곳, 에덴에서만 나옵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
리스도를 만나서 진정한 해갈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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쉼과 고통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2:15~17)
(15 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וַיִ קַ ח יְ הוָה אֱֹלהִ ים אֶ ת־הָ אָ ָ ָ֑דם
그를 에덴의 동산에 놓았습니다, () ַויַנִ חֵ הּו בְ גַן־ ֵָ֔עדֶ ן
그곳을 경작하고 지키기 위해. ()לְ עָבְ דָ ּה ּולְ שָ ְמ ָרּה
(16 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하며 말씀하셨습니다. (ֱֹלהים עַל־הָ אָ דָ ם לֵאמָֹ֑ ר
ִָ֔ )וַיְ צַ ו יְ הוָה א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라. () ִמכֹ ל עֵץ־הַ גָן אָ כֹ ל ת ֹאכֵל
(17 절)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ומֵ עֵץ הַ דַ עַת טֹוב ו ָ ָָ֔רע ל ֹא ת ֹאכַל ִמ ֶ ָ֑מנו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 ()כִ י בְ יֹום ֲאכָלְ ָך ִממֶ נּו מֹות תָ מּות

묵상을 위한 이야기
창세기 기록은 반복된다. 아담이 반복되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반복된다. 반복되면 될수록 껍
질이 하나씩 벗겨지면서 실체가 드러난다. 아담이 그렇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렇다. 2장과
3 장으로 넘어가면 아담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한 묶음으로 나온다. 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그곳에 두셨다. 그리고 뒤이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
가 나온다. 에덴을 설명하는가 싶더니 또 다시 아담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데려다가 이 에
덴 동산에 두셨다. 아담을 그곳에 두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좀더 구체적이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절대로 먹지 말라는 경고를
하신 것이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는 곳도 바로 이곳이다.
하나님은 아담을 동산에 두셨고 (( )ׂשים심), 아담을 그곳에 놓으셨다 (( )נוח누하). 이 두 단어는 그 뜻이
완전히 다르다. 문학적으로 풍성하게 표현하려고 다른 단어를 쓴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심’ ()ׂשים은
단순한 위치의 변화를 의미한다. 물건이든 사람이든 위치를 정해둘 때 쓰는 단어다. 반면 ‘누하’ ()נוח
에는 쉼, 안식, 안위라는 표현이 들어 있다. 쉬게 한다는 말이다. 물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노아
라는 이름이 동일한 어근에서 왔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아들을 낳고 이렇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창 5:29).
‘누하’는 쉼이다. 문제는 이 ‘쉼’이라는 단어가 15절 하반절과 너무도 안 어울린다는 것이다. 아담은 그
곳에서 마냥 유유자적할 수 없었다. 그에게는 그곳을 경작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부여되었기 때문이
다. 아담이 경작을 하고 그곳을 지켜야 한다면 아담에게는 ‘쉼’이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도 한 문장에
양립할 수 없을 것 같은 두 단어를 동시에 적어 놓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게 아닐까?
‘쉼’은 일을 중단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일’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종류의
일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진정한 쉼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한 모든 노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한다. 그것은 아담이 선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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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먹기 전이나 먹은 후나 마찬가지다. 땅을 경작해야 하고 지켜야만 한다. 다만, 선악과를 먹고 난
후에는 땅에서 먹을 것을 얻기 위해 ‘고통’이 수반되는 게 다르다. 땀과 수고가 없이는 땅은 열매를 허
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쉼이란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이 아니라 고통으로부터의 해방이다. 그래서 ‘누
하’ ()נוח는 ‘심’( )ׂשים과 따로 떼서 독립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 오히려 이어지는 말씀에 더 주목해야 한
다. 하나님은 아담을 에덴에 놓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창 2:17).
아담을 향한 이 말씀은 선과 악,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인간이 구별하게 되는 순간부터 인간에게는
더 이상 진정한 쉼이 없어지게 된다는 것을 경고한 것이다. 사람들은 단지 육체의 죽음, 죽어서 이 육
체가 땅으로 돌아가 먼지가 되는 것만을 죽음으로 본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포함하되 그것에만 국한하지 않는다. 아주 포괄적인 의미다. 가장 큰 죽음은 영의 죽음, 즉 생
명의 근원되신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하나님과 단절되는 순간 인간은 스스로 살 길을 찾아야 한다. 수
고와 땀, 무거운 짐은 생명의 근원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스스로 살아보려는 발버둥에서 시작된다.
선과 악을 알게 된 사람들은 스스로 선과 의와 거룩을 추구하게 마련이다. 남들에 비해 더 옳고 더 멋
진 사람이 되고 싶어한다. 다른 이보다 못하다 싶으면 참을 수가 없다. 스스로의 힘으로 의로움을 증
명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선한 삶을 살아내며, 스스로의 힘으로 거룩해져야 하니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것이 죽음이다. 사데교회는 화려한 역사, 강력한 힘, 풍요 이 모든 것을 지니고 스스로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지만 실상은 죽은 자라는 소리를 들었다 (계 3:1). 인간들이 스스로를 위해 노력하
는 모든 선한 것들은 하나님에게서 벌어진 그 간극을 메우는 데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선과 악을 알게 되는 순간 인간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게 된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 먹은 후 인간의 내
면에 잠재되어 있던 욕망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창세기 2 장 17절의 하나님의 명령을 흔히원시 율법
이라 말한다. 율법이란 참으로 묘한 속성이 있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인데 그 율법을 인
간에게 주면 아주 이상한 것으로 변질되고 만다. 사도 바울은 율법이 가진 그 알 수 없는 힘을 “죄의 정
욕”이라고 말했다 (롬 7:5). 인간이 율법을 보면 스스로의 힘으로 그것을 성취해 내려는 욕망이 생기게
되고 율법의 요구를 계속 따라가다 보면 인간은 결국 사망에 이르고 만다.
단순히 생각하면 가장 좋은 일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안된다.
아담이 이미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후손인 우리들은 이미 모든 것을 당연히 선과 악으로 나누
게 되었다. 선한 것을 추구하고, 거룩하려고 애를 쓴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 으레 경시
하고 판단하게 된다. 죽음은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굴레에서 벗어나려고하는 모든 애씀을 총칭하는
말이다. 어떻게 하면 그 애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뿐이
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먼저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사는 것
이 무엇인지 절절히 깨달아야 한다. 이래저래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진정 죽음을 통과해서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나요? 당신이 경험한 죽음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스스로의 힘으로 성취하려던 온갖 애씀의 세월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쉼을 얻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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돕는 베필 ‘에제르’ (—)עזֶ ר교회
ֵ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2:18~20)
(18 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להים
ִָ֔ ) ַוי ֹאמֶ ר יְ הוָה א
이 사람(남자)이 그의 부분상태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ל ֹא־טֹוב הֱיֹות הָ אָ דָ ם לְ בַ ָ֑דֹו
내가 그를 위해 그에게 알맞은 배필(협력자)을 만들 것이다. (ֹ)אֶ עֱׂשֶ ּה־ּלֹו ֵעזֶר כְ נֶגְ דו
(19 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들의 모든 동물들과 하늘의 모든 새들을 지으시고,
()וַיִ צֶ ר יְ הוָה אֱֹלהִ ים ִמן־הָ אֲדָ מָ ה כָל־חַ יַת הַ שָ דֶ ה וְ אֵ ת כָל־עֹוף הַ שָ ָ֔ ַמיִם
그 사람에게 데려왔습니다, () ַויָבֵ א אֶ ל־הָ אָ ָ֔ ָדם
그가 그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기위해. ()לִ ְראֹות מַ ה־יִ קְ ָרא־לָ֑ ֹו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살아있는 것들을 부르는 대로 그들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 וְ כֹ ל אֲשֶ ר יִ קְ ָרא־לֹו הָ אָ דָ ם ֶנפֶש חַ יָה הּוא ְשמֹו
(20 절) 그 사람이 모든 짐승과 하늘의 새와 땅의 모든 생명체에 이름을 주었습니다.
()וַיִ קְ ָרא הָ אָ דָ ם שֵ מֹות לְ כָל־הַ בְ הֵ מָ ה ּולְ עֹוף הַ שָ ָ֔ ַמיִ ם ּולְ כֹ ל חַ יַת הַ שָ ֶ ָ֑דה
그러나, 그 사람(남자)을 위한, 그에게 알맞은 배필(협력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ולְ אָ דָ ם ל ֹא־מָ צָ א ֵעזֶר כְ נֶגְ דֹו

묵상을 위한 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에덴의 한 동산에 두셨다. 아직 창조 기사의 여섯째 날이다. 이 부분
은 창세기 1장의 여섯째 날에 일어난 일 중에 에덴과 사람에 초점을 맞추어 다시 설명하고 있는 부분
이다. 1장 24절~31 절까지의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순서는 먼저 땅의 동물들, 그 뒤에
사람이다. 또한 사람은 남자, 그리고 여자 순으로 창조하셨다. 그런데 에덴을 중심으로 묘사된 창조의
순서는 약간 다르다. 남자가 먼저고, 짐승들이 그 다음이며, 마지막이 여자다. 특이한 것은 여섯째 날
에는 ‘좋음’ (good)을 뜻하는 ‘토부’ ()טֹוב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쓰였다. 한 번은 땅의 생물들을 만든 후
이고 다른 한 번은 지으신 모든 것을 총평하시면서이다.
그런데 사실 여섯째 날이 하나님에게 ‘좋음’만은 아니었다. 그 이유가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온다. 하
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과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의 열매)를 먹지말라 경고 하신
후 여자를 만들기 전에 하신 첫 마디가 ‘좋지 않다” (로-토부, )ל ֹא־טֹוב였다. 왜 좋지 않았을까? 에덴이
라는 파라다이스를 만드시고 그곳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아담을 데려다 놓았는데 무엇이 부족해서
‘좋지 않다’는 말을 제일 먼저 꺼내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남자)이 그의 부분 상태로 있는 것이 좋지 않다. (”)ל ֹא־טֹוב הֱיֹות הָ אָ דָ ם לְ בַ ָ֑דֹו
남자 홀로 존재하는 것이 왜 좋지 않을까? 우리는 히브리어 ‘바드’()בַד라는 단어를 좀더 심도있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바드’는 명사로 쓰일때에는 부분, 조각, 고독이라는 의미이고 부사로 쓰일 때에는 ‘홀
로’ ‘그 밖에’ 등의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명사로 쓰였다. 즉, 부분으로로 있는 것, 온전하지 못한 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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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존재하는 것, 고독한 상태에 있는 것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른 해석이라 생각한다. 히브리
어는 명사인데 영어 번역이든 한국어 번역이든 모두 부사로 해석했다. 만약 이를 ‘홀로, 온전치 못하
여’ 라고 해석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남자만으로는 아직 ‘인간’이 아니게 된다. 인간은 남자와 여자,
둘 다 있어야만 그 단어의 의미가 충족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자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미 그를 인간이라 부르셨다. 따라서 ‘바드’()בַד를 부사로 해석한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애초에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만들지 않으셨을까? 만약 동시에 만드셨다면 이
런 번거로운 논란은 없었을 것 아닌가? 하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그렇게 만드셨다. 아마도 인간이 남
자 홀로 존재하는 것이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아담으로 대표되는 남자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날 모
든 인류에게 알려 주시려는 깊은 뜻이 있어서가 아닐까? 하나님이 아담의 돕는 베필을 만드는 과정에
서 우리는 두 가지 심오한 의미를 발견하게 된다.
첫째, 하나님은 동물에 대한 통치권이 아담에게 위임되었음을 직접 각인시켜 주셨다. 하나님은 인간
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생물에 대한 통치권을 위임하셨다 (창 1:28 참조). 그 통치권의 위임을 아
담에게 직접 각인시키기 위해 하나님은 일부러 그것들의 이름을 자신이 짓지 않으셨다. 아담에게 이
름을 짓도록 위임하셨다. 하나님은 동물들을 만들어 아담 앞으로 데리고 왔다. 물론 그것은 아담에게
돕는 베필이 필요함을 아담 스스로 깨닫도록 하기 위한 자리였지만 아담이 위임받은 통치권을 실제
로 처음으로 행사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히브리어로 이름은 ‘셈’()שֵם이다. 하지만 ‘셈’은 단지 이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셈은 이름이자 존재
다. 이름이 없으면 존재도 없다. 그렇기에 이름을 짓는 행위는 존재를 확정하는 행위다. 하나님이 생
물을 만드셨지만 그 생물에 아담이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비로소 그들이 ‘있음’이 되었다. 어떤 동물
을 ‘소’라고 부르는 순간 그 동물은 ‘소’라는 정체성을 갖게 된다. 호랑이가 그렇고, 사자가 그러하며
개와 닭이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동물의 이름을 듣는 순간 그 존재의 정체성이 머릿속에 그려진
다. ‘개’라고 외치는데 고양이를 떠올리지는 않는다. 이름은 그 생물의 모양뿐 아니라 그 존재를 규정
하는 온갖 요소들도 포함한다. 뱀을 생각하면 어떤가? 몸이 길다. 머리가 타원형이다. 몸은 비늘같은
겉가죽에 싸여 있다 등등 외양도 떠오르지만, 징그럽다. 위험하다. 심지어 교활하다는 단어까지 함께
떠오른다. 그것이 이름이 갖는 위력이다. 하나님은 그 모든 기회를 아담에게 주셨다.
둘째, 부분으로 존재하면 ‘좋지 못하다’다는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의 신부이기도 하다. 몸만 있으면 살 수가 없다. 머리가 필요
하다. 머리도 마찬가지다. 몸이 있어야 온전해진다. 신랑은 신부를 전제로 한다. 신부가 없으면 신랑
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서는 그 의미가 온전해지지 않는다. 남자만으로 인
간을 충족할 수도 없고, 반대로 여자만으로 인간이라는 단어를 충족시킬 수도 없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섭리를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두 번
째 아담이 되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여자가 아닌 남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남성과 여성이 동
시에 있는 자웅동체로 오시지 않았다. 하나님의 아들이 남자의 모습으로 왔다는 것은 스스로 결핍을
자초하신 것이다. 신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재차 각인시키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로고
스로 존재하실 때에는 결핍이 없는 완전체이시다. 그러나 그는 완전체를 버리고 불완전체, 신부가 필
요한 신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신랑’이라는 ‘남성’을 택하는 순간 이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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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은 ‘신부’라는 ‘여성’이 된다. 그리고 그 둘이 마침내 하나가 된
다. 우리는 그것을 교회라 부른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
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고후 11:2).
남자의 불완전함은 여자를 필요로 한다. 하나님은 그 여자를 ‘에제르’라 불렀다. 돕는 베필이라는 뜻
이다. 돕는 베필이란 곁에서 일손을 돕는 정도를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다. 여자가 없으면 남자는 온전
한 상태가 될 수 없다. 또한 남자가 없으면 여자도 온전해질 수 없다.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
이다. 하나님은 남자로부터 취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 남자에게로 인도했다. 이로써 불완전한 존
재가 인간이라는 완전체가 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신랑인 남자가 되셨다. 남자가 되셨다는 것은 여자를
필요로 한다는 의미다. 그 여자는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왔다. 예수님이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한
로마 병사가 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거기서 물과 피가 나왔다. 그 물과
피가 성도를 만들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진 성도를 그리스도께 인도했다. 그 성도가 여자이고
교회다.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만나 완전체가 되는 것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든 이유는 단지 외로운 한 남자에게 베필을 안겨주고자 한 것이 아니다. 인간은 홀
로 존재하면 안 되며 반드시 가족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주려는 것도 아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 하신 일도 더더욱 아니다. 이 일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속의 과정을 구체적이고도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랍고도 심
오한 뜻이 담긴 창조의 정점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남자와 여자를 볼 때 당신은 이제 무엇이 떠오릅니까? 남편과 아내를 볼 때 당신은 그 속에 담긴 하나
님의 구속의 경륜이 느껴지시나요? 당신은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간절히 찾는 신부임을 깨달으
셨나요? 당신이 만약 신랑이신 예수님이 흘리신 물과 피로 만들어진 신부라면 당신은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삶에서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절절
히 체험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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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를 만들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2:21~22)
(21 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남자)을 깊은 잠에 빠지도록 하셨고, 그는 잠들었습니다.
(ישן
ָ֑ ָ ִ) ַו ַיפֵל יְ הוָה אֱֹלהִ ים תַ ְרדֵ מָ ה עַל־הָ אָ דָ ם וַי
그 사람(남자) 갈비뼈 중에 하나를 뽑고, 그 자리를 살로 매웠습니다.
()וַיִ קַ ח אַ חַ ת ִמצַ לְ עֹ ָ֔ ָתיו וַיִ ְסגֹ ר בָ ׂשָ ר תַ חְ תֶ נָה
(22 절)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사람(남자)에게서 뽑은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고,
(שה
ָ֑ ָ )וַיִ בֶ ן יְ הוָה אֱֹלהִ ים אֶ ת־הַ צֵ לָע אֲשֶ ר־לָקַ ח ִמן־הָ אָ דָ ם לְ ִא
그녀를 그 사람(남자)에게 데려다 놓았습니다. ()וַיְ בִ אֶ הָ אֶ ל־הָ אָ דָ ם

묵상을 위한 이야기
모든 동물을 아담에게로 인도했지만 아담은 여전히 그를 돕는 베필 즉, 에제르를 찾지 못했다. 애초부
터 하나님은 동물 중에서 돕는 베필을 줄 요량이 아니셨다. 에제르를 찾는 과정을 통해 창조 질서와 이
세상의 통치 질서를 확립하고자 했을 뿐이다. 하나님은 아담의 에제르를 만들기 위해 본격적으로 일
하기 시작하셨다. 맨 처음 하신 일은 아담을 잠재우는 일이었다. 아담은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잠든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빼내고 그 자리는 살로 채우셨다. 하나님은 그 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
셨다. 그리고 그 여자를 아담에게 인도했다. 아담에게 인도된 마지막 ‘에제르’ 후보가 여자다.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는 과정은 아담을 만드시는 과정과 사뭇 달랐다.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
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해야 했다. 이를 단지 아담의 고통을 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아직 에덴은 죄로 오염되지 않았다. 죄가 없으니 당연히 고통도 없다. 따라서 잠을 재운 것은 고
통을 없애기 위한 일종의 마취 과정이 아니다. 깊은 잠은 아담으로 하여금 돕는 베필인 여자가 창조되
는 과정을 신비의 영역으로 남게 했다. ‘타르데마’ (תַרדֵמָה
ְ ) 즉, ‘깊은 잠’은 통상적으로 밤잠을 말한다.
하지만 성경에 나오는 ‘타르데마’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일을 하실 때 사용한 단어이기도 하다.
일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할 때 아브라함을 깊이 잠재우셨다 (창 15:12). ‘깊은 잠’의 동
사형은 ‘라담’ () ָר ַדַֽם이다. 엄청난 풍랑으로 배가 거의 깨어질 정도인데도 요나는 세상 모르고 잠을 잤
다. 이 단어는 수동 의미인 니팔(Niphal)용법으로 쓰였다. 하나님이 그를 잠들게 하신 거라는 말이다. 아
담은 자신의 갈비뼈가 뜯겨나가고 그자리를 살로 메워지는 것도 까마득히 모르고 곤히 잠을 잤다.
구약학자 케네스 매튜스는 아담의 갈비뼈를 놓고 재미있는 해석을 했다. 갈비뼈로 번역된 ‘쎄라’ ()צֵ לָע
는 원래 ‘가장자리’ (side)라는 뜻인데 이는 광야에서 만든 성막의 측면을 설명할 때도 쓰였다. 성막을
세울 때 그 측면의 뼈대를 ‘쎄라’라고 했다. 구약에서 성막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성막
의 가장 거룩한 곳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하셨다. 신약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다. 교회
는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한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믿는 자들의 우주적 집합체다.
그 교회에 하나님이 영으로 거하신다. 각각의 성도가 교회고,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따라서
갈비뼈를 의미하는 ‘쎄라’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연상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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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우월주의자 또는 양성평등자들은 아담의 옆구리 갈비뼈로 여자를 만든 사실을 놓고 남녀 평등
의 가치를 찾으려 한다. 하나님이 ‘평등’이라는 이념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남자의 중간쯤 되는 갈비
뼈를 취했다 주장한다. ‘왜 하필이면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었는가?’라는 질문은 신학에서 매
우 오래된 주제 중의 하나다. 13 세기 최고의 신학자인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의 저서 [신학대전, Summa
Theologiae]에서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대답하고 있다.
“여자가 남자를 주관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으므로 남자의 머리뼈로 여자를 만드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또한 만약 남자의 발로부터 그 여자를 만들었다면, 마치 남자의 종과같은 존재처럼, 여자가 남
자에 의해 경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자는 남자를 주관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남자에게 경시 당하는 종도 아니라는 말이다. 그럴 듯하다.
어쨌든 하나님이 아담의 옆구리에서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신 일은 두고두고 재미있는 이야
깃거리들을 만든다. 하지만 정답은 없다. 하나님도 정답을 제시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이브를 만들기 위해 남자로부터 갈비뼈를 취하셨다. 갈비뼈를 취하기 전 이브는 남자 안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 아담의 일부로 존재하고 있다가 분리되어 독립적 개체가 된 것이다. 하지만 그
렇다고 해서 여자 홀로 ‘인간’을 대표할 수는 없다. 이제는 아담도 ‘인간’의 대표권을 내려 놓아야 했다.
남자와 여자가 성적, 사회적으로 결합되었을 때 비로소 ‘인간’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여자를 만드셨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는 단어는 ‘창조하다’ 또는 ‘만들다’였
다. ‘창조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바라’() ָּב ָּרא이고 ‘만들다’는 ‘아사’() ָּע ָּשֽה다. 그런데 여자를 만드
는데 사용된 단어는 바라도 아니고 아사도 아닌 ‘바나’()בָ נָה다. ‘바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제단을
쌓을 때 사용하는 단어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한 성전을 건축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 토라 즉, 모
세오경에서는 주로 이 단어가 하나님께 드릴 제단을 쌓을 때 사용됐다. 구약 성경에 이 단어가 총 377
번이나 나오는데 대부분이 제단과 관련이 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에 제단을
만들 때에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시면서 성전 건축이나 제단 건
축에나 사용되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
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엡 2:20-22).
하나님은 자신이 거할 처소를 산의 높은 같이 영원히 두신 땅 같이 직접 지으신다 (시 78:69참조). 하나
님은 하늘의 전을 세우시는 분이다 (암 9:6). 그런 분이 지금 여자를 지으셨다. 아마도 여자를 지으시면
서 하나님은 당신이 거하실 ‘성전’을 미리 염두에 두신 게 아닐까?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하나님이 당신을 그리스도의 신부요 여자로 지었다는 사실이 당신
에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당신은 지금 성령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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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에게로(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2:23~24)
(23 절) 그 사람(남자)이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הָ אָ דָ ם
마침내! 이는 내 뼈로부터 나온 뼈이고, ()ז ֹאת הַ ַפעַם עֶצֶ ם מֵ עֲצָ ָ֔ ַמי
내 살로부터 나온 살이다. ()ּובָ ׂשָ ר ִמבְ ׂשָ ִ ָ֑רי
그녀는 “여자”라고 불릴 것이다. ()לְ ז ֹאת יִ קָ ֵרא ִאשָָ֔ ה
그녀가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כִ י מֵ ִאיש לֻקֳ חָ ה־ז ֹאת
(24 절) 그러므로, 남자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ת־א ָ֑מו
ִ ֶָב־איש אֶ ת־אָ בִ יו וְ א
ִָ֔ )עַל־כֵן ַי ֲעז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다. ()וְ דָ בַ ק בְ ִא ְש ָ֔תֹו וְ הָ יּו לְ בָ ׂשָ ר אֶ חָ ד

묵상을 위한 이야기
‘바이요메르 하아담’ () ַוי ֹאמֶ ר הָ אָ דָ ם. ‘아담이 말했다’는 뜻이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인도함으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완전히 마무리된다. 모든 창조가 마무리되고 하나님
이 대단히 만족하고 계시는 순간 아담이 입을 열었다. 드디어 인간이 말을 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
을 표현한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바이요메르’() ַוי ֹאמֶ ר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창조의 표현이요
존재의 시작을 알리는 선포였다. 그런데 하나님만의 전유물이던 그 ‘바이요메르’() ַוי ֹאמֶ ר가 아담에게
그대로 쓰였다.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을 처음으로 입증하는 구절이다. 아담은 하
나님이 만든 또 다른 인간을 보고 이렇게 말한다.
“마침내, 이는 내 뼈로부터 나온 뼈이고 내 살로부터 나온 살이다. 그녀는 ‘여자’라 불릴 것이다. 그녀
가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창 2:23)
파암() ַפעַם에 정관사과 붙어 ‘하파암’()הַ ַפעַם이 되면 ‘마침내!’ ‘드디어!’라는 뜻이 된다. 하나님은 돕는
베필을 주기 위해 동물들을 아담 앞으로 인도했다. 하지만 아담은 전혀 만족하지 못했다. 그저 이름만
붙여 줄 뿐 돕는 베필을 고르지 못했다. 하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다. 결국 특별한 방법으로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인도하셨다. ‘하파암’ ( )הַ ַפעַם즉, ‘마침내!’ 이라는 표현을 아담이 사용한 것을 보면
여자가 아담의 마음에 얼마나 큰 만족을 주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아담은 자신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이름을 ‘잇사’ () ִאשָָ֔ ה라 불렀다. 여자라는 말이다. ‘이스 () ִאיש로부
터 나왔다’는 의미다. 자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면서 ‘여자’라 명명했다. 자신의 뼈로부터 나왔고, 자
신의 살로부터 나왔다는 의미다. 우리 성경은 ‘내 뼈중의 뼈요 살중의 살’이라고 번역했다. 마치 남자
의 핵심으로 만들어졌다고 오해하기 딱 좋은 번역이다. 실제로는 남자의 엑기스라는 말보다는 남자
와 동일한 존재, 동등한 존재로 이해하는 것이 더 옳다. 여기서 남녀평등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따질
생각은 전혀 없다. 오히려 ‘잇사’와 ‘이스’라는 단어에 초점을 두고 싶다. 하나님이 여자인 ‘잇사’를 만
드셨는데 그에게 이름을 붙인 것은 아담이다. 이름을 붙이기 전 ‘잇사’는 그냥 ‘아담’이었다. 그런데 아
담이 그녀에게 ‘잇사’라는 이름을 붙여주어 ‘여자’가 되었다. ‘잇사’라는 단어는 상대적 단어다. 아담
15

의 부분이라는 뜻이 들어 있다. 아담이 여자를 ‘잇사’라고 부르면서 스스로도 부분이 되었다. ‘잇사’가
부분인 것처럼 ‘이스’도 부분이다. 둘이 합쳐져야 아담이 된다.
‘아담’ (()אָדָם사람)은 ‘아다마’ (()אֲדָמָה흙)에서 나왔다. ‘잇사’ () ִאשָָ֔ ה는 ‘이스’ () ִאיש에서 나왔다. 히브리어
에서 ‘헤’ ()ה를 어미로 사용하면 방향을 나타낸다.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후 흙으로 돌아갈 운명이
다. 아담이 아다마를 향하는거다. ‘이스’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잇사’ (여자)에게로 가 한 몸이 되어
야 한다. 이스가 잇사를 향하는거다. 바로 이어지는 성경 말씀이 이를 뒷바침한다.
“그러므로, 남자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다” (창 1:24)
아담이 흙으로부터 나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렇다면 여자가 남자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에게로 돌아가야 이치에 맞는 것 아닌가? 그런데 왜 남자가 여자에게로 가
야 하는가?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발견하게 된다.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교회와 그리스도의 문제에 적용하였다 (엡 6:22~33). 바울은 남편을 그리스도에, 아내를 교회에 빗대
어 말한다.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었듯이 남편은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한
다. 사도 바울은 ‘아내 사랑이 곧 자기 사랑’이라는 재미있는 등식을 이야기 한다 (엡 5:28). 아내가 남편
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이다. 그는 이어서 창세기 말씀을 인용한다.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
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엡 5:29~32).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는 만물
의 창조 주체였다. 여자가 뱀의 꾀임으로 죄에 빠졌다. 바울은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다고 말했다 (딤전 2:14참조).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인류 구원을 위한 본격적인 일을 시작하
셨다. 아들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을 준비를 하셨다. 때가 되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두 번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나님은 아담이 되신 그분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들을 인도하셨
다. 아버지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예수님께 올 수 없다 (요 6:44참조). 마치 하나님이 여
자를 만들어 아담 앞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아들 하나님께로 인도하
셨다. 이것이 구원의 과정이다.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를 떠나 그의 신부인 교회가 있는 이 땅으로 오
신 것이지 인간들이 노력해서 하나님의 수준에까지 다다른 것이 아니다. 아들이 아버지 곁을 떠나 교
회에게 온 거다. 여자가 남자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여자에게 간다. 그것이 은혜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이미 구원의 이치까지 미리 보여주셨다. 이래저래 우리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 그 동안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낮고 낮
아져서 죽음까지 통과하여 당신에게로 오셨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사실에 대해 당신은 어떤 생
각이 듭니까? 당신은 이토록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실제로 경험하고 있습니까?

16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2:25)
(25 절) 그 사람(남자)과 그의 아내, 그들 둘 다 벌거벗었으나, (ֲֹרּומים הָ אָ דָ ם וְ ִא ְש ָ֑תו
ִָ֔ )וַיִ הְ יּו ְשנֵיהֶ ם ע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וְ ל ֹא יִ ְתבֹ שָ שּו

묵상을 위한 이야기
이사벨 락스마나 (Isabel Laxamana)는 열세 살에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015 년 5 월 29일에 미국 워싱
턴주 타고마에 있는 다리 위에서 몸을 던졌다. 꼬박 하루 동안 의사들은 그를 살리기 위해 온갖 노력
을 다했지만 끝내 그녀의 목숨을 건지지 못했다. 그녀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은 수치심 때문이었다.
어느 날 화가 난 이사벨의 아버지는 딸이 가장 자랑스러워 하던 긴 머리카락을 잘라버렸다. 분신과도
같은 머리카락이 잘려나가 바닥에 나뒹구는 모습이 휴대폰 동영상에 그대로 담겼다. 그 동영상은 유
튜브에 업로드 되었고 그 사실을 안 이사벨은 수치심에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작정한 것이다. 어떤 이
는 그게 뭐 죽을 일이냐며 이사벨의 나약함에 혀를 끌끌 차기도 하고, 어떤 이는 그런 행동을 한 아버
지 제프를 비난하기도 한다. 하지만 수치심은 누군가에겐 목숨을 버릴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다.
인간에게 있어 수치심은 타인으로부터 오는 치욕을 당하지 않으려는 일종의 자기 방어 장치다. 치욕
은 당하는 이에게는 고통이 수반된다. 부끄러움은 스스로 느끼는 감정이지만 치욕은 외부로부터 오
는 비난과 손가락질에서 비롯되는 감정이다. 그렇기에 수치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치욕에 이르는 것
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맹자는 인간이 느끼는 수치심에 대해 ‘인불가이무치 무치지치 무치의’ (人
不可以無恥 無恥之恥 無恥矣)라 했다. “사람이라면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한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한다면 마침내 부끄러워할 것이 없게 된다.” 라는 뜻이다.
인간이 느끼는 수치심이 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건강한 수치심이라는 것이 있다. 맹자가 말한 ‘인
불가이무치’ (人不可以無恥)가 이에 해당한다. 건강한 수치심은 자신이 유한적인 존재임을 깨닫고 인
정하게 해준다.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으며, 남의 도움이 없이는 온전해 질수 없는 존
재임을 인정하게 된다. 이와는 반대로 아주 잘못된 수치심이 있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인간을 자신이 정해 놓은 기준으로 비교하는 데서 비롯된 수치심이다. 이는 자신 뿐 아니라 남도 평가
하고 정죄한다. 지나친 도덕주의가 이에서 유래한다. 맹자의 이야기를 더 해보자. 그는 인간은 원래
부터 선하게 태어났는데 그 근거로 네 개의 단초를 제시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은 누구나 부끄러움
을 안다는 거였다. 그는 ‘무수오지심 비인야’ (無羞惡之心 非人也)라고 말했다. ‘부끄러움이 없으면 사
람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그러면서 그는 부끄러움을 아는 것을 의로움의 극치라 했다.
이처럼 부끄러움은 인간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한 의로운 삶을 살도록 만든다. 우리가 말하는 유대
율법주의의 핵심은 의로움과 거룩함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의와 거룩인데 이는 율
법의 핵심 가치이기도 하다. 그런데 부끄러움은 의와 거룩을 모두 포함한다. 요한복음 8장에는 간음
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치욕을 당해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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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녀는 간음하였으므로 의롭지 못했고, 몸을 더럽혔으니 가룩하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아마도 돌에 맞아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다.
성경이 다루고 있는 인간 최초의 감정이 바로 이런 수치심이다. 창세기 2장 마지막 절은 남자와 여자
둘 모두 벗엇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앞뒤가 맞지 않는 문장이다. 모든 창조 기록
이 끝난 후 뒤이어 인간의 타락이 일어나는데 인간의 창조와 타락 사이에 바로 이 표현이 들어 있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아직 그들에게 선과 악의 개념이 없었다는 말이기도 하다. 자신들의 상
태를 판단하고 정죄할 기준이 없으니 부끄러운 감정이 생길리 만무하다. 하지만 이런 상태는 별로 오
래 지속되지 못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인간들을 찾았을 때 그들은 이미 부끄러움이 무엇인지를 알아
버린 상태였다.
에덴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다. 하나님은 에덴을 찾아와 아담과 이브를 만나셨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들이 보이지 않았다. 선악과를 따먹고 둘 모두 나무 뒤로 숨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숨기 전에 무화과
나뭇잎으로 띠를 만들어 입었다. 하지만 그걸로는 충분하지 못했다. 하나님의 기척을 느낀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숨는 것외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아담은 자기가 숨은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창 3:10).
벗음으로 인한 수치심은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은 하나님과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킨다.
그리고 극단적 격리의 마지막은 죽음이다. 앞에 언급한 이사벨이 그랬다. 그녀는 자신의 수치심을 가
리기 위해 채 피지도 못한 자기 생명을 죽음의 자리로 내던졌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
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기서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한다. 인간들은 수치심이라는 감정
을 가리는 대가로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영원하고 가장 고귀한 가치를 포기했다.
구원은 정반대다. 수치심을 포기하고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구원이다. 구원받았다
고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았다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과오를 부끄러워하지 않아
도 된다는 것도 아니다. 구원은 자신의 수치스런 모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없이 설 수 있
는 힘이다. 그 힘을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히브리서 저자는 구원의 상태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
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히 10:19~20).
우리는 여전히 자신의 상태를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잘못에 수치심을 느낀다. 서로를 비난하고 자신
의 잘못을 변명하기도 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한 수치심에서 결코 벗어날 길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기를 내어 설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우리는 벗었다.
우리는 죄인이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치를 거두어
가기 위해 벌거벗은 수치를 수치로 여기지 않으신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증거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수치심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나요? 아니면 용기있게 나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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