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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 베풀기를 (주일)
오늘의 본문 (창 24:10~14)
1.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열 필을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2. 그 약대를 성 밖 우물 곁에 꿇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3.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
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4. 성 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5.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
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원어해석하기
(10 절) 그 종은 그의 주인의 낙타 중에 10 마리 낙타를 끌고 떠났습니다.
() ַויִּקַח ָה ֶעבֶד ֲעש ָָרה גְ ַמ ִּלים ִּמ ְג ַמלֵּי אֲדֹנָיו ַו ֵֵּּ֔ילְֶך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들이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 ְוכָל־טּוב אֲדֹנָיו ְבי ָ֑דֹו
그는 일어나 메소보타미아, 나홀의 도시로 갔습니다. () ַויָקָם ַויֵּלְֶך אֶל־א ֲַרם נַה ֲַרי ִּם אֶל־עִּיר נָחֹור
(11 절) 그는 낙타들을 도시 바깥의 우물 곁에 꿇렸습니다. () ַויַב ְֵּרְך ַה ְג ַמלִּים מִּחּוץ ָל ִּעיר אֶל־ ְבאֵּר ה ָ ַ֑מי ִּם
저녁 시간, 여인들이 물을 긷으러 나올 시간에, () ְלעֵּת ֵֶּ֔ע ֶרב ְלעֵּת צֵּאת הַשֹאֲב ֹת
(12 절) 그가 말했습니다. ()וַי ֹאמַר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י ְהוָה אֱֹלהֵּי אֲדֹנִּי ַאב ְָר ֵָּ֔הם
오늘 제가 성공하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 ַהק ְֵּרה־נָא ְל ָפנַי הַי֑ ֹום
제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시길 바랍니다. () ַו ֲעשֵּה־ ֶחסֶד עִּם אֲדֹנִּי ַאב ְָרהָם
(13절)
보세요. 저는 우물 곁에 서 있고, () ִּהנֵּה ָאנֹכִּי נִּצָב עַל־עֵּין ה ָ ַ֑מי ִּם
이 도시사람의 딸들은 물을 길으러 나올 것입니다. ()ּובְנֹות ַאנְשֵּי ָה ִֵּּ֔עיר יֹצְא ֹת ִּלשְא ֹב ָמי ִּם
(14 절)
한 소녀가 있기를 바랍니다. () ְו ָהי ָה ַהנַע ֲָר
제가 그녀에게 “물동이를 기울여 내가 마시게 하라” 할 때,
() ֲאשֶר אֹמַר ֵּאלֶי ָה ַהטִּי־נָא כַדֵּ ְך ְו ֶאשְתֵֶּ֔ ה
“마시세요. 그리고 제가 당신의 낙타도 마시게 하겠습니다.”라는, (한 소녀)
()וְָאמ ְָרה שְתֵֵּּ֔ ה ְוגַם־גְ ַמלֶיָך ַאש ֶ ְ֑קה
그녀가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해 정해진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א ֹתָ ּה ה ֹ ַכחְתָ ְל ַעבְדְ ָך ְלי ִּ ְצ ֵָּ֔חק
그녀를 통해서, 당신께서 제 주인에게 은혜를 베푸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ובָּה אֵּדֵַּ֔ ע כִּי־ ָעשִּיתָ ֶחסֶד עִּם־אֲדֹנִּ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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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아브라함의 사명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열마리와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메소포타미
아에 있는 나홀의 도시로 갔습니다. 그는 나홀의 도시 밖에 있는 한 우물 곁에 낙타를 쉬도록 하고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립니다. 자신에게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미리 예견하고 그 예견한대로 일이 이루
어지기를 기도했습니다.
10 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가지고 떠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 열마리와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들이 그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의 주인
의 모든 좋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창세기 24 장 22절을 읽으십시요. 아브라함의 종
이 리브가에게 준 것은 어떠한 것들입니까?)

아브라함의 종의 목적지는 메소포타미아, 즉 나홀의 도시였습니다. 여기서 메소포카미아로 번역된
‘아람 나하라임’ ()א ֲַרם נַה ֲַרי ִּם은 ‘두 강들의 아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강은 물론 유프라테스강과 티그
리스 강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아람은 셈의 다섯번째 아들입니다 (창 10:22). 나홀은 데라의 아버지 즉,
아브라함의 할아버지의 이름입니다. ‘나홀의 도시’는 결국 아브라함이 떠나 온 갈대아인의 우르를
다른 말로 표현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11 절을 읽으십시오. 그가 나홀의 도시 밖 우물가에 도착한 시간은 언제이며, 그가 그곳에서 처음으
로 한 일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그곳에서 기도를 하며 우물로 물을 긷으러 오는 여인을 기다리고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여인들이 집에서 쓸 물을 저녁에 긷으러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절
에는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도시밖의 우물가에 낙타의 무릅을 꿇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
다. 낙타의 무릅을 꿇렸다는 말은 낙타를 쉬게 하였다는 일반적인 의미도 있지만, 기도를 하기 위해
무릅을 꿇는 것을 연상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축복을 받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의 모습을 머리 속으로 연상하면서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하기 위해 종이 어떠한 모습으로 여인
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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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절부터 14 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는 매우 구체적
입니다. 일어날 상황을 미리 정해 놓고 그 상황대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한 여인을 이삭의 아내
로 정하셨다는 증거로 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그는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이 명한 사명을 수행하는 종으로써의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하는 일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한 것임을 확인해 줍니다. 자신은 중보자이지 수혜자가 아님
을 분명히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도와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
의 사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들인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도록 하기위해 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섬
김을 통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종의 모습 속에
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릅을 꿇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연상해 보십시오. 내게 내려진 은혜
는 무상이 아니라 한 종의 목숨을 희생한 섬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13 절과 14절을 읽으십시오. 이 종의 기도는 마치 기드론의 양털기도를 연상케 합니다. 당신은 이러
한 종의 기도가 바람직한 기도의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니요)
당신이 예, 또는 아니요라고 생각한 이유를 간단하게 적어 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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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 주제

본문이포함하고 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구속 (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 하나님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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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묵히 여호와의 인도를 기다리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24:15~21)
15.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16.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땁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
려가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17.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네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18.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마시게 하고
19.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20.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으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하여 긷는지라
21.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원어해석하기
(15 절) 그가 말하기를 끝내기도 전에 보니, () ַויְהִּי־הּוא ט ֶֶרם ִּכלָה לְדַ בֵּר ְו ִּהנֵּה
리브가가 물동이를 그녀의 어깨에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ש ְכמָּה
ִּ ) ִּר ְבקָה יֹצֵּאת ֲאשֶר יֻלְדָ ה ִּלבְתּואֵּל בֶן־ ִּמ ְל ֵָּ֔כה ֵּאשֶת נָחֹור ֲאחִּי ַאב ְָר ָ ֑הם ְוכַדָ ּה עַל־
(16 절) 그 소녀는 매우 아름다웠고, 처녀였으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었습니다.
() ְו ַהנַע ֲָר טֹבַת מ ְַראֶה מ ְֵּ֔א ֹד בְתּולָה ְואִּיש ֹלא י ְדָ ָ ֑עּה
그녀는 그 우물로 내려가서, 그녀의 물동이를 채우고, 올라왔습니다.
()וַתֵּ ֶרד ָה ֵַּ֔עיְנָה וַתְ ַמלֵּא כַדָ ּה וַתָ עַל
(17 절) 그 종이 그녀에게 달려 가서 말했습니다. (אתּה וַי ֹאמֶר
֑ ָ ) ַוי ָָרץ ָה ֶעבֶד ִּלק ְָר
네 물동이의 물을 조금 마시도록 허락하라. () ַהגְמִּיאִּינִּי נָא ְמעַט־ ַמי ִּם ִּמכַדֵּ ְך
(18 절) 그녀가 말했습니다. ()וַת ֹאמֶר
내 주여, 마시세요. ()שְתֵּ ה אֲד ֹ ִּנ֑י
그녀는 급하게 그녀의 손에서 그녀의 물동이를 내려 놓고, 그가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שקֵּהּו
ְ ַ)וַתְ ַמהֵּר וַת ֶֹרד כַדָ ּה עַל־י ָדָּה וַת
(19 절) 그가 물을 마시도록 한 후, 그녀는 다시 말했습니다. ()וַתְ כַל ְל ַהשְק ֹ֑תֹו וַת ֹאמֶר גַם
당신의 낙타들을 위해서, 그들이 다 마실 때까지, 제가 물을 길러오겠습니다.
(ש ֵָּ֔אב עַד אִּם־כִּלּו ִּלשְת ֹת
ְ ) ִּלגְ ַמלֶיָך ֶא
(20 절) 그녀는 급하게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부었습니다. ()וַתְ ַמהֵּר וַתְ עַר כַדָ ּה אֶל־ה ֵַּ֔ש ֹקֶת
그녀는 물을 길으러 다시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וַתָ ָרץ עֹוד אֶל־ ַה ְבאֵּר ִּלש ְ֑א ֹב
그녀는 그의 낙타들을 위해 물을 길었습니다. ()וַתִּ שְַאב ְלכָל־ ְג ַמלָיו
(21 절) 그 사람은 그녀를 묵묵히 지켜 보고 있었습니다. () ְו ָהאִּיש ִּמשְתָ אֵּה ָלּ֑ה ַמח ֲִּריש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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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와께서 그의 여정이 성공하도록 하실지 아닐지 알기 위해,
()לָדַ עַת ַה ִּה ְצלִּי ַח י ְהוָה דַ ְרכֹו אִּם־ֹלא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아브라함의 종이 자신의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한 여인이 우물로 왔습니다. 그녀는 나중에 이삭의 아
내가 될 리브가였습니다. 그녀가 물동이를 채워 올라오자 종은 그녀에게로 달려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 기도를 했던 그대로 이루어지는 지를 알기 위해 리브가에게 행하였습니다. 놀랍게도 리브가는
그가 기도한 그대로 그를 대접하였습니다.
15 절과 16절을 일으십시오. 그가 자신의 기도를 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우물로 왔습니다. 그리
고는 우물로 내려가 물동이에 물을 가득채워 올라왔습니다.
그는 말을 끝내기도 전에 리브가가 ‘도시’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는 우연으로 보아
야 할까요?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이해하여야 할까요?

만약 아브라함의 종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어떻게 전개되었을까요? (만약 아무런 생각이
없이 막연하게 이삭의 배우자를 찾으려 했다면 아브라함의 종은 어떻게 리브가를 찾았을까요?) 당
신의 생각을 이야기 해보십시오.

15 절과 16절에는 리브가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의 가족관계와 리브가 개인을
무엇이라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녀를 소개하는 글에서 아브라함이 종에게 사명을 부여할 때 조건을 생각해 보십시오(24장 4 절).
성경의 저자는 리브가가 아브라함이 말한 신부의 조건을 이런 리브가에 대해 묘사를 통해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17 절과 18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에게 [천천히 걷지 않고]달려갔습니다. 그가 왜
빠르게 리브가에게 달려갔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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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의 행동과 리브가의 행동 (20 절, 28절)을 비교해 보고 이 에피소드에서 ‘달려가다’ (루스 ())רוץ라
는 말이 지니는 의미를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17 절과 18절을 읽으면 리브가의 태도나 마음가짐이 들어 있습니다. 리브가의 말이나 행동에서 리브
가의 성격을 나타내는 말들을 찾아 내어 적어 보십시오.

리브가는 매우 공손하고 예의가 바르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아브라함의 종
에게 그녀가 행하는 모습에서 그러한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에서와 야곱을 낳은
후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은 후 리브가의 모습에서는 철저하게 야곱의 편에 서있는 것을 발견합니
다. 그녀는 맏아들 에서에게는 전혀 관대함이나 배려심이 없습니다. 애곱을 위해서라면 거짓행동도
서슴치 않습니다. 따라서 우물가에서 한 이방인을 만난 리브가의 모습으로 그녀의 모든 것을 평가해
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리브가는 왜 이렇게 미리 각본을 읽고 연기를 하는 것 처럼 아
브라함의 종 앞에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당신의 생각을 이야기 해 보십시오.

19 절에서 21절까지를 읽으십시오. 리브가는 종이 기도한 그대로 움직입니다. 그녀의 행동은 매우
민첩하였고 민틈이 없었습니다. 종은 그녀의 행동을 묵묵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종은 아무말 없
이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21절 참조).

그 종의 눈에는 리브가의 모습이 그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녀를 통해 종에게 메
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종에게는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은 자신의 뜻을 종의 입을 통해 말씀하게 하시고 리브가를 통해 실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모습
을 보고 절대로 기도와 그것에 대한 응답으로 오해하셔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빌바를 알지 못해도 성
령님이 친히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롬 8:2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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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 주제

본문이포함하고 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구속 (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 하나님의뜻

10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나를 인도하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창24:22~30)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 세겔중 금고리 한개와 열 세겔 중 금 손목고리 한 쌍을 그에게 주며
가로되 네가 뉘 딸이냐 청컨대 내게 고하라 네 부친의 집에 우리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브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짚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
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집에 이르게 하셨
나이다 하니라
28.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29.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30.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라
22.
23.
24.
25.
26.
27.

원어해석하기
(22 절) 낙타들이 물을 다 마시고 난 후에, () ַויְהִּי ַכ ֲאשֶר כִּלּו ַה ְג ַמלִּים ִּלש ְֵּ֔תֹות
그 사람은 0.5 세겔 되는 금 코걸이와 10세겔 되는 손목고리 2개를 그녀의 손에 주었습니다.
(ש ָקלָם
ְ שנֵּי ְצמִּידִּ ים עַל־י ָדֵֶּ֔ י ָה ֲעש ָָרה זָהָב ִּמ
ְ שק ָ֑לֹו ּו
ְ ) ַוי ִּ ַקח ָהאִּיש נֶזֶם זָ ֵָּ֔הב ֶבקַע ִּמ
(23절) 그가 말했습니다. ()וַי ֹאמֶר
네가 누구의 딸이냐? ( ְ)בַת־מִּי ֵַּ֔את
내가 하루 밤을 머물 수 있는 곳이 네 아버지의 집에 있는지, 나에게 알려 달라.
() ַהגִּידִּ י נָא ִּל֑י ֲהי ֵּש בֵּית־ָאבִּיְך מָקֹום לָנּו ָללִּין
(24 절)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ת ֹאמֶר ֵּא ֵָּ֔ליו
저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브두엘의 딸입니다.
(ָאנ ֹכִּי בֶן־ ִּמ ְלכָה ֲאשֶר יָלְדָ ה ְלנָחֹור
֑ )בַת־בְתּואֵּל
(25 절)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ת ֹאמֶר ֵּא ֵָּ֔ליו
우리에게 충분한 짚과 사료가 있고, 또한 하루 밤을 머물 곳도 있습니다.
()גַם־תֶ בֶן גַם־ ִּמסְּפֹוא ַרב ע ָ ִּ֑מנּו גַם־מָקֹום לָלּון
(26 절)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 ַוי ִּק ֹד ָה ִֵּּ֔איש ַויִּשְתַ חּו לַיהוָה
(27 절) 그가 말했습니다. ()וַי ֹאמֶר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בָרּוְך י ְהוָ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אֱֹלהֵּי אֲדֹנִּי ַאב ְָר ֵָּ֔הם
내 주인에게 그의 자비와 그의 성실하심을 끊지 않으신 [여호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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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אשֶר ֹלא־ ָעז ַב ַחסְדֹו ַו ֲאמִּתֹו ֵּמעִּם אֲד ֹ ִּנ֑י
여호와께서 나를 길에서 인도하여 내 주인 형제의 집으로 인도하셨습니다.
()ָאנֹכִּי בַדֶ ֶרְך נָ ַחנִּי י ְה ֵּ֔ ָוה בֵּית ֲאחֵּי אֲדֹנִּי
(28 절) 그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들을 그녀 어머니의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מּה כַדְ ב ִָּרים ָה ֵּאלֶה
֑ ָ )וַתָ ָרץ ַהנַע ֲֵָּ֔ר וַתַ גֵּד ְלבֵּית א
(29 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라반이었습니다. ()ּול ְִּר ְבקָה ָאח ּושְמֹו ל ָ ָ֑בן
라반은 우물에 있는 그 사람에게 달려 나갔습니다. () ַוי ָָרץ ָלבָן אֶל־ ָהאִּיש הַחּוצָה אֶל־ ָה ָעי ִּן
(30 절)
라반이 그의 여동생 손의 코걸이와 손목걸이를 봤을 때,
() ַויְהִּי כ ְִּרא ֹת אֶת־ ַהנֶזֶם ְואֶת־ ַה ְצמִּדִּ ים עַל־י ְדֵּ י אֲח ֹתֹו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그의 여동생 리브가의
말을 들었을 때, (ֵּאמ ֹר כ ֹה־דִּ בֶר ֵּאלַי ה ִּ ָ֑איש
ֵּ֔ שמְעֹו אֶת־דִּ ב ְֵּרי ִּר ְבקָה אֲח ֹתֹו ל
ָ )ּו ְכ
라반은 그 사람에게 갔고, 그 때 그 사람은 우물가 낙타들 곁에 서 있었습니다.
() ַוי ָב ֹא אֶל־ ָה ִֵּּ֔איש ְו ִּהנֵּה עֹמֵּד עַל־ ַה ְג ַמלִּים עַל־ ָה ָעי ִּן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리브가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삭의 배필임을 확신한 아브라함의 종은 그녀에게 준비하여 온 예물을
주며 그녀가 누구이며 그녀의 집에 유숙할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누구이며 자신의 집
에서 묶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의 종은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드렸습니다.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에 대해 가족에게 이야기 했습니다. 라반은 리브가가
갖고 온 예물들을 보고 리브가의 말을 듣고 아직도 우물가에 남아 있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달려갔습
니다.
22 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가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고 나자 마자 그녀에게 준비한
예물을 줍니다. 사실 리브가는 그가 우물가에 도착하여 기도한 후 첫번째로 온 여인이었습니다. 다른
여인들이 또 나올 수도 있었는데 종은 리브가가 이삭의 배필임을 확신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첫번
째 나타난 여인이 이삭의 배우자라고 확신하게 된 근거는 무엇입니까?

23 절에서 25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에게 가족과 사는 곳에 대해 상세하게 묻습니
다. 사실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일이 뒤 바뀌었습니다. 그는 리브가의 신분을 확인 한 후, 다시말해 그
녀가 아브라함의 친족임을 확인 한 후, 예물을 주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먼저 예물을 준 후 그녀
의 신분을 확인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네가 누구의 딸이냐?”라고 질문을 한 것은 이미 이 여인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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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함의 친족 중의 하나라는 것을 확신했고, 다만 그 친족 중 누구의 딸인지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
었습니다.
26 절과 27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과 감사기도에서 그가 리브가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배필임을 확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올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심과 택한 자 아브라함에게 “그의 자비와 그의 성실하심
을 끊지 않으신” 여호와를 모세로부터 창세기 이야기를 최초로 듣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느낌으로 이해하고 받아 들였을까요?

28 절부터 30 절까지 읽으십시오. 리브가는 집으로 “달려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어머니의 가족
에게 알렸고, 그의 오라버니인 라반은 아직도 우물가에 있는 아브라함의 종에게 “달려 갔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장면이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자는 두번이나 ‘달리다’ (루스, )רוץ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창세기에
총 10회 등장하는데 그중에 우물가에서 일어난 에피소드에만 네번 등장합니다 (17, 20, 28, 29절). 종
이 리브가에게 달려갔고 (17 절), 리브가가 낙타들을 위한 물을 긷기 위해 우물로 달려갔고(20절), 리
브가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알리기 위해 가족들에게 달려갔으며(28절), 라반이 다시 우물가로
달려 옵니다 (29절). 이 ‘달리다’라는 표현은 매우 다급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묘사할 때 사용되었습
니다 (영어로는 rush 입니다).그렇다면, 이 사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왜 이렇게 다급하게 움직였다고
생각하십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 라반은 리브가의 손에 들린 패물과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종에게
달려갔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종에게 달려간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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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 주제

본문이포함하고 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구속 (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 하나님의뜻

14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영접하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24:31~49)
31.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가 방과 약대의 처소
를 예비하였나이다
32.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대의 짐을 부리고 짚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
과 그 종자의 발 씻을 물을 주고
33.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
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34.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35.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36.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
게 주었나이다
37.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
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38. 내 아비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39.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좇지 아니하면 어찌 하리이까 한즉
40.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탄한 길을 주시
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41.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설혹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찌
지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42.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43.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하여
44.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도 길으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
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45.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긷기
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우라 한즉
46.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
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지라
47.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뉘 딸이뇨 한즉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브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48.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49.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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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해석하기
(31절) 그가 말했습니다. ()וַי ֹאמֶר
들어오십시오, 여호와의 복을 받은 자여, (ְהו֑ה
ָ )בֹוא בְרּוְך י
왜 밖에 서 있으십니까? () ָלמָה תַ עֲמ ֹד ב ֵַּ֔חּוץ
제가 방과 낙타를 위한 곳을 깨끗케 하였습니다. ()וְָאנֹכִּי ִּּפנִּיתִּ י ַה ֵַּ֔בי ִּת ּומָקֹום ַל ְג ַמלִּים
(32 절) 그 사람이 라반의 집으로 들어갔고, 그 낙타들의 짐을 내렸습니다.
() ַוי ָב ֹא ָהאִּיש ַה ֵַּ֔בי ְתָ ה ַויְפַתַ ח ַה ְגמ ִַּל֑ים
라반은 낙타들에게 짚과 사료를 주었고, () ַוי ִּתֵּ ן תֶ בֶן ּו ִּמסְּפֹוא ַל ְג ַמ ִֵּּ֔לים
그의 발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의 발을 씻을 물을 주었습니다.
()ּו ַמי ִּם ל ְִּרח ֹץ ַרגְ ֵָּ֔ליו ו ְַרגְלֵּי ָה ֲאנָשִּים ֲאשֶר אִּתֹו
(33 절) 라반은 그 사람 앞에 음식을 차렸습니다. () ַוי ִּישֶם ְל ָפנָיו ֶלא ֱֵּ֔כ ֹל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וַי ֹאמֶר
내가 나의 일을 말하기 전에는 먹지 않을 것입니다. ()ֹלא א ֹ ֵַּ֔כל עַד אִּם־דִּ ב ְַרתִּ י דְ ב ָ ָ֑רי
라반이 말했습니다. ()וַי ֹאמֶר
말씀하십시오. ()דַ בֵּר
(34 절)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אמר
֑ ַ )וַי
나는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 ֶעבֶד ַאב ְָרהָם ָאנֹכִּי
(35 절)
여호와께서 내 주인에게 큰 복을 주셨고, 그래서 그는 매우 부유해졌습니다.
()וַיהוָה ב ֵַּרְך אֶת־אֲדֹנִּי מְא ֹד ַויִּג ָ ְ֑דל
여호와께서 그에게 양과 소, 은과 금, 남종과 여종, 그리고 낙타와 나귀를 주셨습니다.
(שפ ֵָּ֔ח ֹת ּוגְ ַמלִּים ַוחֲמ ִֹּרים
ְ ) ַוי ִּתֶ ן־לֹו צ ֹאן ּו ָבקָר ְו ֶכסֶף ְוז ָ ֵָּ֔הב ַו ֲעבָדִּ ם ּו
(36 절)
내 주인의 아내 사라는 늙은 나이에, 내 주인에게 아들을 낳았습니다.
()וַתֵּ לֶד ש ָָרה ֵּאשֶת אֲדֹנִּי בֵּן לַאד ִֵֹּּ֔ני ַאח ֲֵּרי ז ִּ ְקנ ָ ָ֑תּה
내 주인은 그의 아들에게 그의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 ַוי ִּתֶ ן־לֹו אֶת־כָל־ ֲאשֶר־לֹו
(37절)
내 주인이 나와 맹세하며 말했습니다. (ֵּאמ ֹר
ְ ַ ) ַוי
֑ ש ִּב ֵּענִּי אֲדֹנִּי ל
너는 내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지 말고, (ְַארצֹו
ְ ) ֹלא־תִּ קַח ִּאשָה ִּל ְב ִֵּּ֔ני ִּמבְנֹות ַה ְכנַ ֲע ִֵּּ֔ני ֲאשֶר ָאנֹכִּי יֹשֵּב ב
(38 절)
대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 가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
(ש ַּפח ִּ ְ֑תי ְו ָל ַקחְתָ ִּאשָה ִּל ְבנִּי
ְ )אִּם־ֹלא אֶל־בֵּית־ָאבִּי תֵּ לְֵּך ְואֶל־ ִּמ
(39 절)
나는 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וָאֹמַר אֶל־אֲד ֹ ִּנ֑י
만약에,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אלַי ֹלא־תֵּ לְֵּך ָה ִּאשָה ַאח ֲָרי
(40 절)
그가 나에게 말했습니다. ()וַי ֹאמֶר א ֵָּל֑י
내가 나아갈 때 내 앞에 계신 여호와께서 그의 천사를 너에게 보내셔서, 너의
여정이 성공하도록 할 것이다.
(שלַח ַמלְָאכֹו אִּתָ ְך ְו ִּה ְצלִּי ַח דַ ְר ֵֶּ֔כָך
ְ ִּ ) י ְהוָה ֲאשֶר־הִּתְ ַה ַלכְתִּ י ְל ָפנָיו י
내 족속 중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아들의 아내를 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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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절)

(42 절)

(43 절)

(44 절)

(45 절)

(46 절)

(47 절)

(48 절)

(ש ַּפחְתִּ י ּו ִּמבֵּית ָאבִּי
ְ ) ְו ָל ַקחְתָ ִּאשָה ִּל ְב ִֵּּ֔ני ִּמ ִּמ
너는 나의 맹세로 부터 자유로워 질 것이다. ()ָאז תִּ נָקֶה מֵָּאלָתִֵּּ֔ י
네가 내 족속에게 갔을 때, (ש ַּפח ִּ ְ֑תי
ְ )כִּי תָ בֹוא אֶל־ ִּמ
그리고, 그들이 너에게 주지 않더라도, () ְואִּם־ֹלא י ִּתְנּו ֵָּ֔לְך
너는 나의 맹세로 부터 자유로워 질 것이다. () ְו ָהי ִּיתָ נָקִּי מֵָּאלָתִּי
오늘 내가 이 우물에 왔고, 말했습니다. ()וָָאב ֹא הַיֹום אֶל־ה ָ ָ֑עי ִּן וָאֹמַר
제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י ְהוָה אֱֹלהֵּי אֲדֹנִּי ַאב ְָר ֵָּ֔הם
제가 가는 여정이 성공하도록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אִּם־יֶשְָך־נָא ַמ ְצלִּי ַח דַ ְר ִֵּּ֔כי ֲאשֶר ָאנֹכִּי הֹלְֵּך ָעלֶי ָה
보세요. 저는 우물 곁에 서 있습니다. () ִּהנֵּה ָאנֹכִּי נִּצָב עַל־עֵּין ה ָ ַ֑מי ִּם
젊은 여자가 물을 길으러 나올 때, 제가 그녀에게 말할 것입니다.
() ְו ָהי ָה ָה ַע ְלמָה הַיֹצֵּאת ִּלש ְֵּ֔א ֹב וְָאמ ְַרתִּ י ֵּא ֵֶּ֔לי ָה
네 물동이의 물을 조금 마시도록 허락하라.(שקִּינִּי־נָא ְמעַט־ ַמי ִּם ִּמכַדֵּ ְך
ְ ) ַה
그 때, 그녀가 제게 말할 것입니다. ()וְָאמ ְָרה ֵּאלַי
마시세요, 그리고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제가 물을 주겠습니다.
(ְאב
֑ ָ )גַם־אַתָ ה שְתֵֵּּ֔ ה ְוגַם ִּלגְ ַמלֶיָך ֶאש
(그렇다면) 그녀는 제 주인의 아들을 위해 여호와께서 정하신 여자가 될
것입니다. (שה ֲאשֶר־הֹכִּי ַח י ְהוָה ְלבֶן־אֲדֹנִּי
ָ ֵּ֔ )הִּוא ָה ִּא
(그런데) 내가 마음 속으로 말을 마치기도 전에, () ֲאנִּי ט ֶֶרם ֲא ַכלֶה לְדַ בֵּר אֶל־ ִּלבִּי
리브가가 그녀의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물을 길으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ש ְכ ֵָּ֔מּה
ִּ ) ְו ִּהנֵּה ִּר ְבקָה יֹצֵּאת ְוכַדָ ּה עַל־
그녀는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길었습니다. (ְאב
֑ ָ )וַתֵּ ֶרד ָה ַעיְנָה וַתִּ ש
내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וָאֹמַר ֵּאלֶי ָה
내가 마시기를 허락하라. (שקִּינִּי נָא
ְ ) ַה
그녀는 급하게 그녀의 물동이를 그녀에게서 내리고 말했습니다.
(ַתֹורד כַדָ ּה ֵּמ ָע ֵֶּ֔לי ָה וַת ֹאמֶר
ֶ )וַתְ ַמהֵּר ו
마시세요. 또한 제가 당신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שְתֵֵּּ֔ ה ְוגַם־ ְג ַמלֶיָך ַאש ֶ ְ֑קה
그래서, 내가 마셨고, 또한 그녀가 그 낙타들에게 물을 주었습니다.
(שקָתָ ה
ְ ) ָו ֵּאשְתְ ְוגַם ַה ְג ַמלִּים ִּה
나는 그녀에게 물으며 말했습니다. () ָו ֶאשְַאל א ֹתָ ּה וָאֹמַר
너는 누구의 딸이냐? ( ְ)בַת־מִּי ַאת
그녀가 말했습니다. ()וַת ֹאמֶר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나홀의 아들 브두엘의 딸입니다.
()בַת־בְתּואֵּל בֶן־נ ֵָּ֔חֹור ֲאשֶר יָלְדָ ה־לֹו ִּמל ְָכ֑ה
나는 그녀의 코에 코걸이를, 그녀의 손에 손목걸이를 걸었습니다.
() ָו ָאשִּם ַהנֶזֶם עַל־ ַא ֵָּּ֔פּה ְו ַה ְצמִּידִּ ים עַל־י ָדֶ י ָה
나는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יהו֑ה
ָ ) ָואֶק ֹד ָו ֶאשְתַ ֲחוֶה 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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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절)

나는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했습니다.
() ָו ֲאב ֵָּרְך אֶת־י ְהוָה אֱֹלהֵּי אֲדֹנִּי ַאב ְָר ֵָּ֔הם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 내 주인 형제의 딸을 택하도록,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신 (여호와를), () ֲאשֶר ִּהנְ ַחנִּי בְדֶ ֶרְך ֱא ֵֶּ֔מת ָל ַקחַת אֶת־בַת־ ֲאחִּי אֲדֹנִּי ִּלבְנֹו
이제 당신들의 자비로움과 신실함으로 나의 주인에게 행하려 한다면,
(שכֶם עֹשִּים ֶחסֶד ֶו ֱאמֶת אֶת־אֲדֹנִּי
ְ ֶ ) ְועַתָ ה אִּם־י
나에게 말하십시오. () ַהגִּידּו ִּל֑י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해도, () ְואִּם־ֹלא
나에게 말하십시오. () ַהגִּידּו ִֵּּ֔לי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행동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ו ֶא ְפנֶה עַל־יָמִּין אֹו עַל־שְמ ֹאל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라반은 아브라함의 종을 집으로 초대하여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극진히 대접합니다. 그런데 아
브라함의 종은 그 앞에 놓여진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들을 것을 요청합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이며, 주인이 누구이고. 왜 그가 그곳에 오게 되었고, 리브가를 만나서 그녀에게 패물들
을 주게 된 경위를 매우 상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31 절부터 33 절까지 읽으십시오. 31 절 33상반절까지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
는지에 대해 상세하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라반이 대접하는 내용들을 적어 보십시오.

라반이 아브라함의 종을 이토록 극진히 대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3 절 하반절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이야기 전에는 식사를 하지 않게다고 말합
니다. 그는 오랜기간동안 먼 길을 여행하여 지쳤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곳에 온 목적을 먼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는 왜 먼저 자신의 하는 일을 설명하고자 했을까요?

34 절부터 36절까지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의 가족 앞에서 말한 내용을 차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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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절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누구를 주어로 사용하여 자신의 주인 아브라함을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는 아브라함이 아닌 여호와를 주어로 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의 종임에도 불구하
고 그가 여호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설명함
으로써 자신이 하는 일이 한 가정의 혼인문제에 관한 것이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일임
을 밝히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세계관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 중심이십니까? 아
니면 인간중심이십니까?

36 절은 이삭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라가 늦은 나이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
함은 그 아들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말은 그가 적
법한 상속자라는 의미입니다.

37 절부터 48절까지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자신이 이곳에 오게 된 경위와 자신이 리브가를
이삭의 배필로 확신하게 된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가감이 없이
자신이 지시받은 것을 비교적 상세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미 그가 그곳에 이르게
된 과정과 사건들에 대해 읽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동일한 문제를 아브라함의 종의 입
을 빌어 다시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동일 한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브
라함의 종이 자초지종을 설명했다”이렇게 간단하게 언급해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다시 반복하는 이
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사도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 (사도행전 9장)에 대해 사도행전 22장과 26장에서
다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바울은 복잡한 신학이론으로 그를 고발하는 대중을 설득한
것이 아니라 그의 체험을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자신의 말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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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 주제

본문이포함하고 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구속 (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 하나님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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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은 여호와로부터 나왔습니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창24:50~60)
50.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
노라
51.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
게 하라
52.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리어 여호와께 절하고
53.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54.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55.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
에 그가 갈 것이니라
56.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
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57.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58.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59.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60.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미가 될지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
문을 얻게 할지어다

원어해석하기
(50 절)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 ַויַעַן ָלבָן ּובְתּואֵּל וַי ֹאמ ְֵּ֔רּו
이 일은 여호와로 부터 나왔습니다. () ֵּמי ְהוָה יָצָא הַדָ ָ ֑בר
우리는 당신에게 좋고 나쁨을 말할 수 없습니다. ()ֹלא נּוכַל דַ בֵּר ֵּאלֶיָך ַרע אֹו־טֹוב
(51 절)
보십시오. 당신 앞에 있는 리브가를 데리고 가시기 바랍니다.
(ֵּה־ר ְבקָה ְל ָפנֶיָך קַח ו ֵָּלְ֑ך
ִּ ) ִּהנ
그녀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 주인 아들의 아내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ותְ הִּי ִּאשָה ְלבֶן־אֲד ֵֶֹּ֔ניָך ַכ ֲאשֶר דִּ בֶר י ְהוָה
(52 절)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했습니다.
(ַארצָה לַיהוָה
ְ יהם ַויִּשְתַ חּו
ָ שר
ֶ ) ַויְהִּי ַכ ֲא
֑ ֶ שמַע ֶעבֶד ַאב ְָרהָם אֶת־דִּ ב ְֵּר
(53 절) 그 종은 은과 금으로 된 장신구와 의복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었습니다.
()וַיֹוצֵּא ָה ֶעבֶד ְכלֵּי־ ֶכסֶף ּו ְכלֵּי זָהָב ּו ְבגָדִֵּּ֔ ים ַוי ִּתֵּ ן ל ְִּרב ָ ְ֑קה
그녀의 오라버니와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었습니다. ()ּו ִּמגְדָ ֵּ֔נ ֹת נָתַ ן לְָאחִּי ָה ּו ְל ִּאמָּה
(54 절) 종과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하룻 밤을 머물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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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절)

(56절)

(57 절)
(58 절)

(59 절)
(60 절)

()וַי ֹאכְלּו ַויִּשְתּו הּוא ְו ָה ֲאנָשִּים ֲאשֶר־עִּמֹו ַוי ִָּל֑ינּו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 ַוי ָקּומּו ב ֵַּ֔ב ֹקֶר וַי ֹאמֶר
나를 내 주인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ש ְל ֻחנִּי לַאדֹנִּי
ַ )
그녀의 오라버니와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וַי ֹאמֶר ָאחִּי ָה ְו ִּא ֵָּ֔מּה
그 소녀가 우리와 함께 며칠 또는 10일을 머물도록 허락하십시오. 그후에 그녀가 갈
것입니다. ()תֵּ שֵּב ַהנַע ֲָר אִּתָ נּו יָמִּים אֹו ע ָ֑שֹור ַאחַר תֵּ לְֵּך
종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וַי ֹאמֶר ֲא ֵּלהֶם
나를 방해하여 늦게 하지 마십시오. ()ַאל־תְ ַאחֲרּו א ֹתִֵּּ֔ י
여호와께서 나의 여정이 성공하도록 하셨습니다. ()וַיהוָה ִּה ְצלִּי ַח דַ ְר ִּכ֑י
나를 보내십시오. (שלְחּונִּי
ַ )
내가 나의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 ְו ֵּא ְלכָה לַאדֹנִּי
그들이 말했습니다. ()וַי ֹאמְרּו
우리가 그 소녀를 불러서 그녀에게 물읍시다. (ש ֲאלָה אֶת־ּפִּי ָה
ְ ִּ)נִּק ְָרא ַלנַע ָ ֲ֑ר ְונ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서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 ַויִּק ְְראּו ל ְִּר ְבקָה וַי ֹאמְרּו ֵּא ֵֶּ֔לי ָה
이 사람과 함께 가겠느냐? ()הֲתֵּ ְלכִּי עִּם־ ָהאִּיש ַה ֶז֑ה
그녀가 말했습니다. ()וַת ֹאמֶר
저는 가겠습니다. () ֵּאלְֵּך
그래서 그들은 그 누이 리브가와 그녀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그의 사람들과 함께 보냈습
니다. (ֶת־ר ְבקָה אֲח ֹתָ ם ְואֶת־ ֵּמנִּ ְק ָ ֑תּה ְואֶת־ ֶעבֶד ַאב ְָרהָם ְואֶת־ ֲאנָשָיו
ִּ שלְחּו א
ַ ְ ) ַוי
그들이 리브가를 축복하며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ת־ר ְבקָה וַי ֹאמְרּו ֵָּ֔לּה
ִּ ) ַויְב ֲָרכּו א
우리 누이여, 너는 수천만이 되기를, ()אֲח ֹתֵּ נּו אַתְ ֲהי ִּי לְַא ְלפֵּי ְרב ָ ָ֑בה
너의 자손이 너를 증오하는 자들의 성문을 차지하기를, (שעַר ש ֹנְָאיו
ַ ) ְוי ִַּירש ז ְַר ֵֵּּ֔עְך אֵּת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드디어 라반과 부두엘은 리브가의 혼인을 허락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허락을 하는 이유를 인간적
인 면에서 찾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찾습니다. 그들로부터 허락을 받은 아브라함의 종은 예를 갖추
고 그들에게 예물을 줍니다. 하룻밤을 머문 후 아브라함의 종은 돌아가기를 청하게 됩니다. 비록 리
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가 며칠을 더 머물도록 청했지만 아브라함의 종은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물론 리브가도 당장 종을 따라 이삭에게로 가겠다는 뜻을 밝힙니다. 리브가의 뜻을 확인한 가족들은
리브가를 축복하였습니다.
50 절과 51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으로부터 자초지종을 들은 라반과 부두엘은 이 일에 대해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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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자신들이 이 일에 대해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의 여동
생, 자신의 딸를 내어 달라고 부탁할 때 순순히 그것에 응할 사람이 있을까요? 특히, 당시에는 길을 떠
나면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할 운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기록에 의하면, 리브가는 고향으로 돌아
오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라반과 부두엘의 결심이 단순히 자신들의 생각에 의한 것이라 생각하십니
까? 아니면 그들로 하여금 그러한 결정을 내리게 한 다른 주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생각
을 적어보십시오.
52 절부터 56 절을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예물을 주었고, 그들은 그 예물을 받았습
니다. 이로써 결혼은 성립이 된 것입니다. 지금부터 리브가는 부두엘의 가족이라기 보다는 아브라함
의 가족, 즉, 이삭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아브라함의 종은 당장 되돌아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이에 라반과 리브가의 어머
니는 그 종에게 리브가와 며칠 또는 10일 정도만 더 머물게 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하지만 매정하게
도(?) 종은 그 청을 거절합니다. 그는 무엇이라 말하며 청을 거절하고 있습니까? (56절).

56 절에는 두번의 piel동사, 즉, 매우 강한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이 들어 있습니다. 한 단어는 “나를 방
해하여 늦게하지 마십시요!”에서 “방해하여 늦게 하다” ( )תְ ַאחֲרּו라는 동사이고 다른 하나는 “나를 내
보내 주십시오!” (שלְחּונִּי
ַ ) 입니다. 이 단어들이 사용된 것을 보면, 아브라함은 종은 그들이 리브라에
게 연연하여 자신의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그는 사실상 그들에게 붙
잡혀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죽으셔야 할 것을 말하자 예수님을 비난하면서 막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베드로를
질책하십니다 (마 16:22~24, 막 8:32~35 참조).
“22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
이다23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 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
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24 이에 예
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를 좇을 것이니라” (마 16:22-24).
인간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논리를 내세
우면 인간들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일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
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라고 명하십니다. 지금 당신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까? (예, 아니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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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절부터 60절까지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당장 떠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하자 라반과 그
의 어머니는 최종적으로 리브가의 의견을 물어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이에 리브가는 당장 길을 따라
나서겠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리브가를 축복하게 됩니다. 그들이 리브가를 축복한 말을 다
시한번 적어 보십시오 (60절).

이들이 한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한 말과 유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입을 통해 리
브가를 통해 성취할 일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 축복의 대상 중의 한사람이 되었음
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 주제

본문이포함하고 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구속 (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 하나님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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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창24:61~67)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때에 이삭이 브엘 라해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었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
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66.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67.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
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61.
62.
63.
64.
65.

원어해석하기
(61 절) 리브가와 그녀의 여종들과 함께 일어나 낙타들에 올라 탔고, 그 사람을 따라 갔습니다.
() וַתָ קָם ִּר ְבקָה ְונַעֲר ֹתֶ י ָה וַתִּ ְר ַכ ְבנָה עַל־ ַה ְג ַמ ִֵּּ֔לים וַתֵּ ַל ְכנָה ַאח ֲֵּרי ה ִּ ָ֑איש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갔습니다. (ֶת־ר ְבקָה ַויֵּלְַך
ִּ ) ַויִּקַח ָה ֶעבֶד א
(62 절) 그 때, 이삭은 브엘라해로이에서 돌아왔고,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 ְוי ִּ ְצחָק בָא מ ִֵּּ֔בֹוא ְבאֵּר ַלחַי ר ִּ ֹ֑אי וְהּוא יֹושֵּב ְבא ֶֶרץ ַהנֶגֶב
(63 절) 이삭은 저녁이 되어 갈 때, 묵상하기 위해 들로 나갔습니다.
() ַויֵּצֵּא י ִּ ְצחָק לָשּו ַח ַבשָדֶ ה ִּלפְנֹות ָ ֑ע ֶרב
그는 그의 눈을 들어서 보았습니다. 그 때, 낙타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 ַויִּשָא עֵּינָיו ַו ֵַּ֔י ְרא ְו ִּהנֵּה גְ ַמלִּים ָבאִּים
(64 절) 리브가가 그녀의 눈을 들어 이삭을 보았습니다. ()וַתִּ שָא ִּר ְבקָה אֶת־עֵּי ֵֶּ֔ני ָה וַתֵּ ֶרא אֶת־יִּצ ָ ְ֑חק
그녀는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וַתִּ ּפ ֹל ֵּמעַל ַה ָגמָל
(65 절) 그녀가 그 종에게 말했습니다. ()וַת ֹאמֶר אֶל־ ָה ֶעבֶד
우리를 만나기 위해 들에서 걸어 오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מִּי־ ָהאִּיש ַה ָלזֶה הַהֹלְֵּך ַבשָדֶ ה ִּלק ְָראתֵֵּּ֔ נּו
그 종이 말했습니다. ()וַי ֹאמֶר ָה ֶעבֶד
그는 내 주인입니다. ()הּוא אֲד ֹ ִּנ֑י
그녀는 면사포를 가지고 자신을 가렸습니다. ()וַתִּ קַח ַה ָצעִּיף וַתִּתְ כָס
(66 절) 그 종이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을 이삭에게 말했습니다.
() ַוי ְ ַסּפֵּר ָה ֶעבֶד ְליִּצ ָ ְ֑חק אֵּת כָל־הַדְ ב ִָּרים ֲאשֶר ָעשָה
(67 절) 이삭은 그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갔습니다. () ַוי ְ ִּב ֶא ָה י ִּ ְצחָק הָא ֹ ֱהלָה ש ָָרה א ִֵּּ֔מֹו
그는 리브가를 취했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고, 그는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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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ת־ר ְבקָה וַתְ הִּי־לֹו ְל ִּאשָה ַוי ֶ ֱאה ֶ ָ֑ב ָה
ִּ ) ַויִּקַח א
이삭은 그 어머니 이후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 ַויִּנָחֵּם י ִּ ְצחָק ַאח ֲֵּרי אִּמֹו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리브가 일행은 고향을 떠나 이삭이 거주하는 것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합니다.
때마침 이삭은 묵상을 위해 들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을 들어 리브가 일행이 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리브가도 눈을 들어 이삭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말에서 내렸고, 그녀의 일행을 향해 다
가 오고 있는 사람이 신랑인 이삭이라는 사실을 알자 신부로써 예를 표했습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자
신의 장막으로 데려갔고, 그들은 그렇게 부부가 되었습니다.
61 절과 63절을 읽으십시오. 당시 이삭은 네게브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묵상을 하기
위해 들로 나갔습니다. (주의: 여기서 ‘묵상’을 너무 종교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이삭의 신앙심을 강조
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눈을 들어’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는 ‘눈을 들어’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표현은 무언가 새로운 것, 하나님의 뜻과 관
련된 것들을 발견하였을 때 사용되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요단땅을 바라보았고 그곳이 여호와의 동산같고 애굽땅 같은 풍족한 곳임을
알았습니다 (창 13:10).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자신의 맞은 편에 선 여호와 일행을 보게 되었고 그들을 맞이하였습니
다 (창 18:2).
이삭을 번제로 드리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갈 때 멀리서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그 장소를 바
라 보았습니다 (창 22:4).
아브라함은 눈을 들어 수풀에 걸려 있던 양을 발견하고 그 양을 번제로 드립니다 (창 22:13).

이삭이 눈을 들어 낙타들이 오는 것을 본 것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본 것이 의미하는 것
은 무엇일까요? 단순이 인간이 시각적으로 어떤 것을 발견한 것일까요? 아니면 그 ‘바라봄’에 하나님
의 듯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64 절부터 67절을 읽으십시오. 리브가가 이삭을 발견한 후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종
에게 자신들에게 다가오고 있는 사람에 대해 묻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남편될 이삭임을 알게 되
자 면사포로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종의 이야기를 들은 이삭은 리브가를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
으로 데려갔고, 그를 아내로 맞이 했습니다.
64 절과 65절에는 리브가의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삭을 보자마자 낙타에서 내렸고, 그
가 자신의 신랑 이삭임을 알자 면사포로 자신의 얼굴을 가렸습니다. 신부로써의 예를 다한 것입니다.
흔히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합니다. 긴 여정을 끝내고 그리스도라는 신랑 앞에 당신이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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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당신은 자신의 모든 것을 가리고 그 앞에 서게 됩니다. 당신 스스로는 내세울 것이 없어야 합
니다. 그리스도가 당신의 면사포를 들어 올려 주는 것입니다.
66 절과 67절을 보십시오. 이삭은 종이 말하는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이삭은 리브가
를 그의 어머니 사라가 쓰던 장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당시 이삭의 나이는 40 살이었습니다 (창
25:20참조). 그러니가 어머니 사라가 죽은지 3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사라는 헤브론에서 죽어 그곳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습니다. 지금 이삭이 살고 있는 곳은 네게브지역
브엘라헤로이였습니다. 이 말을 종합하면 이삭은 어머니 사라가 쓰던 장막을 그대로 옮겨와 그의 어
머니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위한 장막을 다시 만들었다는 말이 됩니다.
사도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사라를 “자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받아 언약을 구체화하는
데 스인 인물이 사라입니다. 이후 등장하지만 리브가도 결혼후 20년동안 아이가 없다가 하나님이 권
면하셔서 임신을 합니다. 이삭도, 아곱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으로 어렵사리 얻게 되는 약속이 자녀입
니다. 사라의 장막은 결코 인간적인 입장에서 복이 아닙니다. 자식이 없는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은
혜가 없이는 자녀를 가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삶에서 사라의 장막은 어디입니까? 무
엇입니까?

이 혼인의 에피소드는 이삭이 리브가를 아내로 받아들였고 그를 사랑했으며 그의 어머니 이후로 위
로를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성경에 그의 어머니 죽음 이후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이후)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원어에는 그냥 “그의 어머니 이후”라고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라는 이삭의 위
로자였고, 이제 리브가가 이삭의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주의 해야 할점이 있습니다. 이 스토리에 아브라함이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입
니다. 오직 이삭만 등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으로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행하신 하나님은 이제 이삭을 통해 그 일을 하실 준
비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 쓰임을 받은 인물은 다름아닌 그의 아내 사
라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통한 언약을 이행하기 위해 쓰임을 받을 중심 인물은 누구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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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 주제

본문이포함하고 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구속 (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 하나님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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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과 이스마엘의 죽음 (토요일)
오늘의 본문(창25:1~18)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과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앗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
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일백 칠십 오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 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해로이 근처에 거
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 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욧이요 그다음은 게달과 앗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맛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십 이
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일백 삼십 칠세에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앗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원어해석하기
(1 절)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그두라였습니다.
(ְטּורה
ָ שמָּה ק
ְ )וַיֹסֶף ַאב ְָרהָם ַויִּקַח ִּאשָה ּו
(2 절)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시므란과 욕산과 므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습니다.
(שבָק ְואֶת־שּו ַח
ְ ִּ שן ְואֶת־מְדָ ן ְואֶת־מִּדְ ָי֑ן ְואֶת־י
ָ ֵּ֔ )וַתֵּ לֶד לֹו אֶת־זִּמ ְָרן ְואֶת־י ָ ְק
(3 절)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습니다. (שבָא ְואֶת־דְ ָ ֑דן
ְ ) ְוי ָ ְקשָן י ָ ֵַּ֔לד אֶת־
드단의 자손은 앗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 그리고 르움미 족속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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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שּורם ּולְטּושִּים ּו ְל ֻאמִּים(
)ּו ְבנֵּי דְ דֵָּ֔ ן הָיּו א ִּ
(4 절) 미디안의 자손은 에바와 에벨, 하녹과 아비다, 그리고 엘다아이였습니다.
)ּו ְבנֵּי מִּדְ י ָן עֵּיפָה ָו ֵּעפֶר ַוח ֲֵּ֔נ ְֹך ַו ֲאבִּידָ ע ְו ֶאלְדָ ָ ֑עה(
)כָל־ ֵּאלֶה ְבנֵּי קְטּו ָרה( 이들 모두는 그두라의 자손이었습니다.
) ַוי ִּתֵּ ן ַאב ְָרהָם אֶת־כָל־ ֲאשֶר־לֹו ְלי ִּ ְצחָק( (5 절) 아브라함은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6 절) 하지만, 아브라함 첩들의 아들들에게도, 아브라함은 선물을 주었습니다.
) ְו ִּל ְבנֵּי ַהּפִּי ַלגְשִּים ֲאשֶר לְַאב ְָר ֵָּ֔הם נָתַ ן ַאב ְָרהָם מַתָ ֑נ ֹת(
ש ְל ֵּחם ֵּמעַל י ִּ ְצחָק בְנֹו( 그리고 그들을 그의 아들 이삭으로부터 떠나보냈습니다.
) ַוי ְ ַ
)בְעֹודֶ נּו ֵַּ֔חי( 그가 아직 살아 있을 때,
)קֵּדְ מָה אֶל־א ֶֶרץ קֶדֶ ם( 동쪽의 땅을 향해 동쪽으로,
(7 절) 이것은 아브라함이 살았던 나이입니다: 175세
שנִּים(
שנָה ְו ָחמֵּש ָ
ש ְבעִּים ָ
שנָה ְו ִּ
ֶר־חי מְַאת ָ
) ְו ֵּאלֶה יְמֵּי ְ
שנֵּי־ ַחי ֵּי ַאב ְָרהָם ֲאש ָ ֑
(8 절) 아브라함은 살 날이 다 되었고, 늙고 꽉찬 나이에 죽었습니다.
) ַויִּגְוַע ַויָמָת ַאב ְָרהָם ְבשֵּיבָה טֹובָה זָקֵּן ְוש ֵּ ָ֑ב ַע(
) ַוי ֵָּאסֶף אֶל־ ַעמָיו( 그리고 그의 사람들(열조)에게 돌아갔습니다.
(9 절)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막벨라 동굴에 장사하였습니다.
ש ָמעֵּאל ָב ֵָּ֔ניו אֶל־ ְמע ַָרת ַה ַמ ְכּפ ֵָּל֑ה(
) ַוי ִּ ְקבְרּו א ֹתֹו י ִּ ְצחָק ְוי ִּ ְ
마므레 앞에 있는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땅에 있는 (막벨라 동굴에),
)אֶל־שְדֵּ ה ֶעפְר ֹן בֶן־צֹחַר ַהחִּתִֵּּ֔ י ֲאשֶר עַל־ ְּפנֵּי ַממ ְֵּרא(
ֵּי־חת( (10절)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땅에,
) ַהשָדֶ ה ֲאשֶר־ ָקנָה ַאב ְָרהָם ֵּמאֵּת ְבנ ֵּ ֑
שמָה ֻקבַר ַאב ְָרהָם ְוש ָָרה ִּאשְתֹו( 그 곳에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라와 함께 묻혔습니다.
) ָ
(11 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 ַויְהִּי ַאח ֲֵּרי מֹות ַאב ְָר ֵָּ֔הם ַויְב ֶָרְך אֱֹלהִּים אֶת־י ִּ ְצחָק בְנ֑ ֹו(
) ַויֵּשֶב י ִּ ְצ ֵָּ֔חק עִּם־ ְבאֵּר ַלחַי רֹאִּי( 이삭은 브엘라해로이 근처에 거주하였습니다.
(12 절) 이것은 사라의 여종, 이집트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
ש ְפחַת ש ָָרה לְַאב ְָרהָם( 입니다.
ש ָמעֵּאל בֶן־ַאב ְָר ָ ֑הם ֲאשֶר יָלְדָ ה ָהגָר ַה ִּמצ ְִּרית ִּ
) ְו ֵּאלֶה תֹלְד ֹת י ִּ ְ
(13 절) 이것은 그들의 이름과 그 세대를 따른, 이스마엘 아들들의 이름입니다:
ש ָמ ֵֵּּ֔עאל ִּבשְמ ֹתָ ם לְתֹולְד ָ ֹ֑תם(
) ְו ֵּאלֶה שְמֹות ְבנֵּי י ִּ ְ
ש ָמעֵּאל נְב ֵָּ֔י ֹת( 이스마엘의 첫째 느바욧,
)בְכ ֹר י ִּ ְ
) ְוקֵּדָ ר וְַאדְ ְבאֵּל ּו ִּמ ְבשָם( 그 다음은 게달과 앗브엘과 밉삼,
)(14 절
שמָע וְדּומָה ּו ַמשָא( 미스마와 두마와 맛사,
)ּו ִּמ ְ
)(15 절
)חֲדַ ד וְתֵּ י ֵָּ֔מא י ְטּור נָפִּיש ָוקֵּדְ מָה(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
ש ָמעֵּאל( (16 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이었습니다.
) ֵּאלֶה הֵּם ְבנֵּי י ִּ ְ
) ְו ֵּאלֶה שְמ ֹתֵָּ֔ ם ְב ַחצ ְֵּריהֶם ּו ְבטִּיר ָ ֹ֑תם( 이것은 그들 촌과 부락을 따른 이름들이었습니다.
שנֵּים־ ָעשָר נְשִּיאִּם ְלאֻמ ֹתָ ם( 그들의 족속을 따라 12 지도자들이었습니다.
) ְ
(17 절) 이것은 이스마엘이 살았던 나이입니다: 137세
ש ִּנ֑ים(
שבַע ָ
שנָה ְו ֶ
שנָה ּושְֹלשִּים ָ
ש ָמ ֵֵּּ֔עאל מְַאת ָ
שנֵּי ַחי ֵּי י ִּ ְ
) ְו ֵּאלֶה ְ
) ַויִּגְוַע ַו ֵָּ֔ימָת( 그는 살 날이 다 되었고 죽었습니다.
30

장성한 그리스도인을 위한 큐티

그리고 그의 사람들(열조)에게 돌아갔습니다. () ַוי ֵָּאסֶף אֶל־ ַעמָיו
(18 절)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앗수르로 통하는 이집트 앞 술까지 거주하였습니다.
(ַשּו ָרה
ְ ִּ ) ַוי
֑ שכְנּו ֵּמ ֲחוִּילָה עַד־שּור ֲאשֶר עַל־ ְּפנֵּי ִּמצ ְֵַּ֔רי ִּם ב ֹ ֲאכָה א
그는 그의 모든 형제의 반대 편으로 떨어졌습니다. ()עַל־ ְּפנֵּי כָל־ ֶאחָיו נָפָל

하나님의 말씀 이해하기
오늘이 아브라함이야기를 다루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더불어 그가 여종
하갈에게서 낳은 맏아들 이스마엘의 마지막 삶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 한 직
후 이삭을 떠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는 재혼을 하였고 다시 아이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
명을 다한 후 열조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나이 175 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맏아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을 떠난 후 열두 지도자들을 낳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137세였습니다.
1 절부터 11 절까지를 다시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의 마지막 35년의 삶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생
애 마지막 35년간의 삶 속에서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는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를 통해
아들들을 낳아 준 하갈과 사라는 차례대로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명 남아 있던 아
들인 이삭 또한 결혼을 하여 그의 아내가 쓰던 장막을 차지합니다. 그는 다시 결혼을 했으나 그의 모
든 것은 그의 아들에게 상속을 합니다. 물론 그가 낳은 다른 자식들에게도 선물을 나누어 줍니다. 뒤
늦게 낳은 그의 아들들을 일찌감치 동쪽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175세에 그는 그의 사람
들(열조)에게로 돌아갑니다.
1 절에서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후처 ‘그두라’(ְטּורה
ָ  ק:’희생제물의 연기’라는 의미)와의 사이에서
여섯명의 아이를 낳습니다. 그가 140세부터 시작하여 35년간 낳은 이이의 숫자입니다. 우리는 그의
삶 속에서 그가 얼마나 자손의 문제로 힘들어 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삭이 결혼을
한 후 재혼을 통해 얻은 그두라에게서 그토록 많은 자녀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을까요? 이 자녀들
이 구속사에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가 되자 자신의 모든 재산을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첩들로부터 나은
아들들에게도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첩이 한명이 아니고 복수입니다. 적어도 두명 이상의 첩
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5절에서 이삭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가요?

6 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죽기전에 재산을 상속하고 그의 첩들에게서 난 아들들을 이삭에게서 내보
냅니다. 그들은 이삭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할 것은 그들은 동
쪽으로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살펴 본 바에 의하면 동쪽은 인간들이 보기에는 번영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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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보시기에는 죄악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이 낳은 자손들이 동쪽으로 갔다는 말이 의미하는 바
는 무엇일까요?

7 절부터 11절을 다시 읽으십시오. 아브라함은 살날이 다 되었고, 늙고 꽉찬 나이에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 175세였습니다. 그는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이 100 년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돌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이
유를 그의 삶을 통해 찾아 보십시오. 과연 그가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을까요?

내가 만드는 오늘의 메시지
본문의핵심 주제

본문이포함하고 있는하나님의뜻

본문안에서발견되는그리스도 또는그리스도의구속 (복음)

나의삶에적용하여야할 하나님의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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