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 세 기
김동백 목사 엮음
서 론
작가 : 모세
모세는 아브라함보다 600년 후의 사람인데, 아브라함은 셈과 동 시대까
지 살았다.
셈의 아버지는 노아이며,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 라멕의 아버지는
므두셀라로 969세까지 살았고, 므두셀라의 아버지는 에녹이다.
그리고, 라멕과 아담은 동 시대의 사람이다.
창세기(Genesis)는 시초란 뜻으로 우주와 생명의 시초가 기록되었다.
1. 우주의 기원

8. 악의 기원

2. 질서와 복잡성의 기원

9. 언어의 기원

3. 태양계의 기원

10. 정부의 기원

4. 대기와 수층계의 기원

11. 문화의 기원

5. 생명의 기원

12. 나라들의 기원

6. 사람의 기원

13. 종교의 기원

7. 결혼의 기원

14. 선택 민족의 기원

계보(generation)란 말은 히브리어로 기원(투레도스, toledoth)이란 뜻이
다. 창세

기에는 11가지의 기원이 명시되고 있다. 계보를 기록한 중심 사

상은 예수 그리

스도를 나타내는데 있으므로 그 외 많은 사람의 이름은 명

시치 않고 있다
1. 창조된 천지의 대략(창2:4)
2. 아담 자손의 계보(창5:1)
3. 노아의 계보(창6:9)
4. 노아 아들들인 셈, 함, 야벳의 계보(창10:1)
5. 셈의 계보(창11:10)
6. 데라의 계보(창11:27)
7. 이스마엘의 계보(창25:12)
8.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계보(창25:19)
9. 에서 곧 에돔의 대략(창36:1)
10. 세일 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창36:9)
11. 야곱의 약전(창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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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1 장
1 절
태초에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상태에서 1:1이 시작되며, 그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
가 없다. 그의 존재는 너무나 엄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영원 가운데 어
느 시점에서 시간, 공간, 물질(에너지도 포함된다)을 창조하신다.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힘(Elohim, 단수 엘(El), 복수

엘라(Ella), 3인

이상

Elohim) 전능하신 자를 강조한다. 임(im)은 복수를 나타낸다.
신명기 6: 4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E lohim) 여호 와(LORD )는 오직 하나
(Eckard)인 여호와(LO RD)시니

히브리 말에서 에카드(Eckard)는 ‘복합 단일’을 말하나, 야키드(Yakeed)
는 ‘절대 단일’을 말한다.
천지(天地)를
天,

하늘(히,

shamayim)에서 샴(sham)은 ‘거기에’ 란 뜻이며, 마임

(mayim)은 ‘물’이란 뜻이다. 현대어로는 우주 공간(space)을 의미한다.
地, 땅은 우주에 있는 물질의 혼합물을 말한다. 여기서는 아직 천체가 창
조되지 않았고, 4일째에 창조된다.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로 바라(bara)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는 말이다. 하나님만
이 할 수 있는 일이다. 창조된 물질에서 다른 형태의 물질을 만드는 것을
아사(asah)라고 하며, ㅡ또 ‘형성하는 것’을 야살(yatsar)이라고 한다.
로마서 4:1 7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 족의 조상으로 세 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히브리서 11: 3 믿음으 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 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
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언제 창조하셨나?
방사성 탄소(Radiocarbon)로 날짜를 측정하는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는
날짜를 정하는 방법이 유럽의 선사 시대에 기록했던 사건만이 믿을 만한
근거였다. 이것은 인류 문화 발상의 초기의 기록인데, 주전 3000년의 사
건이 가장 오래 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애굽의 첫 왕이 주전 3000년
보다 조금 전에 시작된 것으로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이전에는 기록한 흔
적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실제로 역사적 기록은 성경의 짧은 년대와 일치하는 것이다. 물론 오랜
년대는 진화론의 이론을 뒷받침하는데 가설로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진화론은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으며, 하나님의 창조를 제쳐 놓고 우주
만물의 존재를 설명하고자 한다. 원형질에서 시간만 오래 지난다면 복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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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질서 정연한 고도의 발달된 생물체나 인간으로 발전한다는 황당 무
계한 상상을 늘어 놓은 가상 논리이다. 진화론의 단계적 그림은 단지 미
술가의 상상도에 지나지 않는다. 진화론은 상식적으로도 이치에 맞지 않
는 믿을 수도 없는 망설이며, 사람이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비과학적이요
지성을 잃은 가운데서 우주 만물의 기원을 설명하고자 하는 정신 질환의
현상이다. 현재 많은 불신자인 과학자들도 진화론의 설명을 스스로 부인
하고 있고, 비과학적이므로 이 학설을 믿지 않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한 예로써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진화 한다면, 그 중간 과정
의 동물이 화석으로 발견될 수있을 것이나 화석에서 하나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성경에서 선언하는 하나님의 창조만이 가장 정확하고 믿을 수
있는 사실이다. 창조를 믿는 편이 진화론을 믿는 것보다 훨씬 쉽다.
창조의 년대는 주전 10,000년에서 주전 4,000년

사이로 보고 있으며,

감독 제임스 어셔(Archbishop James Ussher, 1581-1656, 찰스 다윈
이전의 사람으로 그 당시 존경받던 학자)는 창조의 연대를 주전 4004년
으로 계산하고 있다.

공백 이론 ( The G ap the ory)
19세기 스코틀랜드의 신학자 토마스 챰머스(Thomas Chamers)가 공백
의 이론, 혹은 멸망과 재건의 이론을 주장하고, 아담 전의 격변의 이론으
로 스코필드 성경에 참고 문헌으로 기록된 사실이 있으며, 또 성경학교
나 미국의 원칙주의적 신학교에서도 이 이론을 가르치고 있었다.
공백의 이론은 창세기 1장1절과 1장2절 사이에 여러 수 백억년의 차이
가 있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 사이의 공백기에 모든 지질학적인 나이
를 집어 넣어서 과학자의 선언과 성경의 년대를 일치 시켜 보려는 이론이
었다.
사탄이 하나님을 반역하므로 하나님이 심판을 내려서 격변이 일어나 흑
암과 혼돈된 지구를 남기게 되었고, 그 격변 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6일만에 다시 창조하셨다는 이론이다.
불행하게도 이 이론 때문에 공립학교의 교과서에 진화론이 사람의 기원
으로 인정이 되고, 미디어나 사회의 모든 중요한 연구원에서는 진화론을
중심한 사상을 가지게 되었다. 지질학적 화석 연대 표시의 제도는 진화론
의 제도와 근본적으로 서로가 동의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지질학적
화석 연대 연구는 조만간에 진화론의 제도를 받아들이기 마련이다.
만일 지각의 대격변으로 인하여 모든 화석이 공중으로 날아갔다면 지질
학적인 연령을 측정하기란 힘들다. 지질학적인 년대 측정은 공백이론 과
는 맞지 않는다.
공백 이론은 과학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는 파괴
적이다. 질서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은 그러한 공백의 기간을
두시지 않으신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은 거주하기에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신다고 하셨다
이사야 4 5: 18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 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
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 하게 지으신 자시 니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 느니라

창1:1-2 가운데는 그러한 격변의 파괴, 재건설의 공백 이론의 사상을
전혀 찾아 볼 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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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땅이
1절과 2절이 접속사로 계속 연결되며, 그 사이가 띄어지지 않았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물질이 형태가 없고, 거할 수 없는 상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공간[space] 과 물질[matter])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
하고 공허하며’(저자 의역)

창조된 우주(Cosmos)는 삼차원의 우주이며, 시간, 공간, 물질로 되어 있
고, 천체는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지구가 만들어질 형태가 없는 원소,
곧 형태가 없는 지구의 먼지들로 되어 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빛이신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서 세상을 창조한다는 생각은 아주 빈약
한 생각이다.
이사야 45: 7 나 는 빛도 짓고 어두움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 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
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물계의 우주가 창조되었으나, 아직 형태도 없고 에너지도 없다.
빛은 에너지의 한 형태이다. 물리적인 빛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의미한다. 형태가 없으며, 거주자도 없는 상태는 우주가 원소의 형태로 되
어 있고, 아직 완성되지 못했으며, 악이 어떤 경우도 관여되지 않고 있는
단지, 미완성이다.

깊음
후에, 물을 의미한다.
베드로후서 3: 5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 이 물에 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잠언 8: 2 4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잠언에 있는 ‘내가’는 예수를 말한다.

지구가 둥글다는 성경구절
잠언 8: 2 7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 에 내가 거기 있었고
Proverbs 8: 27 When he prepared the heavens, I was there: when he set a
compass upon the face of the depth:

해면에 두르시기 전에는 지구의 둥근 형태가 없는 물의 분자로만 구성
되어 있었다. 에너지도 없었다. 물질을 서로 잡아당기어 붙어 있게 하는
주역도 없었고, 자계(Electromagnetic forces)도 아직 없으며, 모든 것이
흑암 속에 있었다. 물리적 원소의 우주는 존재하나 모든 것이 정지 상태
이며, 흑암 가운데 있고, 형태도 없고, 움직임도 없고, 빛도 없는 상태이
다.
이사야 40: 22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 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같으니라 그가 하
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Isiah 4 0:2 2 It is he that sitteth up on the c ircle o f the earth, and the
inhabitants thereof are as grasshoppers; that st retcheth out the
heavens as a c urtain, and sp readeth them o ut as a te nt to dwe ll in:
욥기 2 2:1 4 빽 빽한 구름이 그를 가리 운즉 그가 보지 못하 시 고 궁창으로 걸어 다니실
뿐이라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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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2 2:1 4 Thick clo uds are a covering to h im, that he seeth not; and he
walketh in the c ircu it of heaven.

바다가 둥근 지구를 덮고 있어 둥글다. 수직으로 재는 것이 해발이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수면에’는 ‘깊음(물) 위에’와 같은 뜻이다.

아직 형태가 없는 물이다.

공간과 물질이 존재하나, 에너지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미완성 상태이
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활동과 성령의 에너지 부여를 기다리고 있다.
삼위일체 가운데 활동하시는 성령을 말한다.
히브리말에서 성령을 루아크(ruach, 헬라어, 푸뉴마, Pneuma)는 ‘바람,
공기, 그리고 호흡’이란 뜻이다. 창1:2에서는 바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 자신의 움직임을 말한다. 이 때에 정지 무형 상태의 우주 전
체가 활성화되는 것이 필요했다.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창조의
이 시점에서 에너지를 집어 넣는 창조의 일을 하셨다.
성령의 활동을 수면에 운행하신다고 말했다. 운행(영 Moved, 히, 라카프,

rachaph )이란 말은 구약에서 3번 나온다. 다른 두 부분은,
예레미야 2 3:9 선지 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중심이 상하 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Shake)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 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
룩한 말씀을 인함이라
신명기 32: 11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 풀거리며
(fluttereth)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 으며 그 날개 위에 그 것을 업는 것같이

현대의 해석은 암탉이 새끼 병아리 위에 날개를 펴서 덮는 것같은 것을
묘사하는데, 주된 뜻은 신속한 전후의 운동을 말한다. 현대 과학적인 용어
로서 최상의 번역은 ‘진동’을 말한다.
우주가 에너지화 되었다면 에너지의 근원이 있어야 하고, 움직이는 일이
시작되었다면 최초의 움직이는 시동이 있어야 한다. 우주를 운행하는데 필
요한 에너지 전달 방법이 파장(waves)의 형태인 것이 아주 중요하다: 빛
의 파장, 열의 파장, 소리의 파장 등.
물질의 구조에 관련되어 나타나는 핵의 힘을 제외하고는 물질 위에 작용
하는 근본적인 힘의 근원이 두 가지 형태 뿐이다. 하나는 중력의 힘(the
gravitational

forces)이고,

다른

하나는

전자

분광의

힘(the

electromagnetic spectrum)이라 할 수 있다.
이 둘은 활동하는 자계(fields do activity)와 파장운동을 전달하는 것
(transmission by wave motion)을 동반한다. 파장(wave)은 전형적으로
신속히

전후로

움직인다.

이것은

어떤

종류의

파장

생성원(wave

generator)의 진동하는 운동(vibratory motion)에 의하여 생긴다. 에너지
는 자신이 스스로 만들 수 없다. 우주에 에너지 첫번 전달이 성령 자신의
진동하는 운행으로 기술될 수 있다.
하나님의 무소 부재하신 성령으로부터 에너지가 밖으로 나와서 우주에 침
투하여 중력의 힘이 활성화되고, 물과 땅의 분자들이 한데 모여 큰 둥근
공과 같은 지구를 이루어 우주를 운행하게 되는 것이다. 다른 분자들이 그
다음 한데 모여 해와 달과 별을 형성하여 우주에 펼쳐지게 되는 것이다.
“잠 8: 27 궁창으로 해면에 두르실 때에(compass on the face of the deep)”

란 말씀이 형태 없는 땅이 완전히 공모양의 아름다운 지구를 형성하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빛과 열과 에너지를 활성화하는 다른 형태를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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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준비가 완료되었다.

성령의 움직임이 성경의 다른 곳에도 기록.
베드로후서 1:2 1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 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
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2Peter 1: 21 Fo r the p rophecy came not in o ld time by the wi ll of man:
but ho ly men of God spake as they we re moved by t he Ho ly Ghost.

여기에서 감동하심(moved)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페로(phero)는 70인
역의 창1:2에서는 ‘하나님의 신의 운행’으로 번역했다.
성령이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물에 형태와 생명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에너지를 주신 것처럼 나중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도 능력을 입게 하시어
그들이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에 아름다운 영적인
생활을 가져 오게 하신다

성령의 능력 입히움
사도행전 1: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을 받고 예루살 렘과 온 유
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 인이 되 리라 하시 니 라
Acts 1:8 But ye shal l receive p owe r, after that the Hol y Ghost is come
upon yo u: and ye shall be w itnesses unto me both in Jerusalem , and in
all J udaea, and in Samaria, and unto the uttermost part of the earth.
누가복음 2 4: 49 볼찌어다 내가 내 아 버지의 약속하 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
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 에 유하 라 하시니 라
Luke 2 4:4 9 And, behold , I send the prom ise of my Father upon y ou: b ut
tarry ye in the city of Jeru salem, until ye be eLdue d with po wer fr om
on high .

3-5

(

)

날의 연령 이론( The day - age the or y)
창세기 1장1-2절은 우주의 원소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은 정지된 상태
에 있는 원소의 물질에 성령에 의하여 에너지가 첨가되어 움직이게 되었
다. 이 두 사건은 실제로 아주 가까이 연결된 것이며, 창조의 첫날에 모
두 일어났다.
엿새의 창조를 논하기 전에, 하루 하루가 오늘날과 같은 하루인지 아니
면 하루가 여러 햇수에 대한 상징적 하루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성경학자
들은 창세기 해석에 지질학적 나이를 추천하는데, 그 이유는 진화론적인
지질학적 나이와 창조의 날을 다소 비슷하게 맞춰 보려고 하는 시도 때문
이다.
그러나, 이 이론은 시간 공백 이론과 다를 바 없으며, 많은 반대 의견
을 자아내고 있다. 바위에 있는 화석을 통해서 지질학적 나이를 결정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의 질서와 화석의 질서와는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공백의 이론(The Gap theory)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질학적 나이는
화석에 달려 있다. 화석은 명백히 이 세상에서 고통과 죽음을 말해주고
있다.
Day-age theory(날 년령 이론)는 인간의 범죄 이전에도 죽음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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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으로 죽음이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반대되는
이론이다.
로마서 5:1 2 이 러므로 한 사람으 로 말미암 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 를 지었으므로 사 망 이 모든 사람에게 이
르렀느니라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의 일에 고통과 죽음도 포함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이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롭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아니고, 가학성의
변태적인 신으로 묘사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성경의 기록은 단순히 문자 그대로 ‘날’을 말하며, 무한정의 연수를 말
하는 것이 아니다. 히브리 말에 ‘날(욤, yom )’은 무한정의 시간을 의미하
는 경우도 있으나, 창세기에서 말하는 특수한 본문의 뜻은 ‘보통의 날’을
말한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창세기는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면
된다. 날은 문자 그대로 날이고, 사건도 그대로 일어난 것으로 믿는 것이
바람직하다.
출애굽기 2 0:1 1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 든
것을 만들고 제 칠일에 쉬었음이라 그러므 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는 형태도 없고, 물로 가득찬 땅(개스와
같은 것)이 정지 상태에서 흑암 가운데 있을 때에 제일 먼저 성령이 운
동과 형태를 주시고, 다음에는 빛의 에너지를 주어 어두움을 추방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울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낮에는 일하시고, 밤에는 일을 하시지 않으셨다.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낮과 밤을 나누는 일을 첫날에 하셨다.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주기적으로 낮과 밤이, 그리고 저녁과 아침이 계속된다. 이것을 보아 지
구가 지축을 중심으로 자전하는 것과 해가 창조되지 않았다 할찌라도 해의
위치에 향하는 지구 쪽에 광원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창 1: 16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 사 큰 광명으로 낮 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
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그때의 하루가 지금 태양계의 하루와 길이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구약
성경의 ‘하루(yom)’는 기간이 아니고, 24시간 하루를 의미한다.

빛의 창조에 대해서
어두움과 반대되는 빛은 눈에 보이는 빛을 말하는 것이다. 그 빛은 파
장(waves)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빛의 전체는 전자 분광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은 자외선과 단파 방사선, 그리고 적외
선과 장파현상 등이다.
자계력(Electromagnetic forces)의 작용이 시작한다는 것은 물리적 우
주에게 에너지화하는 것이 완성 되었다는 뜻이다. 우주에서 서로 작용하
고 있는 에너지와 힘의 모든 형태는 전자계력(Electromagnetic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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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중력(Gravitational forces)과 핵력(Nuclear forces) 등 세 가지가 있
다.

창조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
‘창조’란 것을 간단하게 말하고 넘어가지만, 실제로 삼위일체의 놀라운
숨은 역사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성부께서 시간과 물질과 공간의 기질을 창조하셨을 때는 물질의 완전
보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의 힘을 활성화시켰다. 그리고, 성령께서는 형
태가 없는 정지 상태의 분자를 중력을 활성화하여 형태를 형성하고, 운동
을 시작케 하셨고, 성자께서는 ‘전자계력은 빛이 있으라’ 명하심으로 어두
움과 빛을 나누시는 일을 말씀을 통하여 하셨다.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의 사역에 역사하시며 우주가 유지되
고 기능을 계속하는데, 모두 역사 하심을 볼 수 있다.
천사의 창조
창세기 1장에 명시되지는 않고 있으나, 다른 창조가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아마 창조 제3일 전에 일어났던 사실로 상상된다. 땅
의 기초가 설 때에 뭍을 두고 하는 말이다. 많은 천사가 출현하는 것을
보아 짐작을 하는 것이다.
욥 3 8:4 - 7 내가 땅의 기 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찌니라 누가 그 도량 을 정하였었 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 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
때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 쁘게 소리하였었느니
라

미국의 창조 과학자 헨리 모리스 박사(Dr. Henry Moris)는 ‘천사가 물
리적인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존재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 저들이 하는 일이 우주에 있고, 또 구원 얻을 후사들에게 수종
드는 것이 저들의 목적이라고 성경에 나와있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히브리서 1: 14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 로서 구원 얻을 후 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시편 1 04: 2- 5 주께서 옷을 입음 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 같이 치 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 기 수레를 삼으시 고 바람 날개로 다니
시며 바람으로 자기 사자를 삼으시며 화염 으로 자기 사역자 를 삼으시며 땅의 기
초를 두사 영원히 요동치 않게 하셨나이다

천사의 타락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인간창조 전임이 분명하다.
해를 창조하시기 전 까지는 빙하기에 있지 않았나?고 생각할 수 있다.
창1:1의 ‘바라(bara)’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재창조 ‘아사(asah)’
가 계속된 것이다.
거할 천막
첫날 후에는 땅은 형태를 가지고 있었으나, 아직도 거기에 아무도 거하
지 않았다. 이 땅은 사람들의 거처가 될 것이나 궁극적으로 전 우주가
사람이 탐험하여 사용할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가 육으로 부활하는 것
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물계와 영계에 적응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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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영화로운 몸으로 우주와 하늘 나라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찬
양하면서 하나님의 지으신 무한한 우주와 별의 세계를 탐구하게 될 것이
다.
이 사야 4 0:1 2 누 가 손바닥으로 바 다 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재었으며 땅 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명칭으로 산들 을 간칭으로 작은 산들 을 달아보았으
랴
이사야 4 0:2 2 그는 땅 위 궁창에 앉 으시나니 땅의 거 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6-8

(

그가

)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매 그
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
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첫날에는 지구는 아직 물이 주된 물질이며, 다른 물질들은 용해된 상태
이든지 부유하는 물질로 되어 있다.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궁창이 있으라 명하실 때에 물이 상하로 갈라지며
가운데 공간이 생기고, 물이 공간 위와 아래로 각각 나뉘었다. 이 공간을
‘하늘’ 혹은 ‘궁창’이라 부르게 되었고, 위쪽 물은 우주로부터 오는 모든
방사선을 막아주는 보호막이 되고, 아랫물은 땅에 있는 생기 있는 창조물
에게 물을 공급해주며 땅의 진행과정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사이 궁창
에는 대기가 있어서 생물이 호흡을 유지하는데 기본적 요소가 되는 것이
다.
‘궁창(히, 라키아. raqia)’이란 말의 뜻은, ‘확장’ 혹은 ‘넓게, 얇게 퍼져 나
간다’ 는 뜻으로 다른 말로는 ‘하늘’이다.

성경에서 세 하늘을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대기의 하늘(atmospheric heaven)을 말하고,
예레미야 4:2 5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 아갔으며
Jeremiah 4:2 5 I beheld, and , lo , there was no man, and all the birds of
the heavens were fled .

둘째는, 별의 하늘(sidereal),
이사야 1 3:1 0 하늘의 별들과 별 떨기가 그 빛을 내지 아니 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
며 달이 그 빛 을 비취 지 아니할 것이로다
Isaiah 1 3:1 0 F or the stars of heaven and the constellations thereof sha ll
not give their light: the s un shal l be darkened in hi s going f orth, and
the moon shal l not cause her l ight to shine .

셋째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말한다.
히브리서 9: 24 그리스 도께서는 참 것의 그 림자인 손으로 만 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
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 리를 위 하여 하나 님 앞에 나타나시고

비가 오지 않았다. 수기층의 아래에 얇은 수증기층이 있어서 비가 오지
않고 기후를 조절하고 있었다.
창세기 2:5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 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창세기 9:1 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
거니라

홍수 이전에 지구를 덮고 있는 물의 수기층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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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고 있는데, 화성과 같이 지구 주위를 얼음이나 물이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마치 금성(Venus)을 둘러싸고 있는 구름처럼(후에 이산
화탄소로 판명이 되었지만) 밀집한 구름의 층이 지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다고 믿는 학자들이 있다. 그것이, 하늘의 천체들의 빛이

통과하여

지구에 비추기 위해서 투명체였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떤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창세기 1: 14 - 15 하나님이 가 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 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 조와 사 시와 일자 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취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수기층의 효과
태양으로부터 들어오는 광선을 보존하고, 땅에 부딪쳐 반사하는 광선을
옆으로 퍼지게 하므로, 온실(greenhouse)의 효과를 나타내어 온 지구가
온화하고 따뜻한 기후를 갖게 한다.
지구 전체의 대기가 동일한 온도를 갖게 됨으로 대기의 큰 이동이 없어
폭풍이 없다. 그리고 범세계적 대기의 이동이 없으므로 오늘날과 같은 물
의 순환이 없고, 따라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이다.
공기의 순환이 없음으로 먼지가 대기의 상층으로 올라가지 않아, 수기
층의 안정으로 비가 오지 않는다.
지구가 일정한 온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매일 수증기의 증발과 밀집
으로 적당한 습도를 형성한다(이슬과 땅에서 증발하는 안개). 매일 밤낮
으로 이러한 현상이 반복된다.
따뜻한 기온과 적당한 습도는 지구 어디서나 채소가 무럭무럭 잘 자라
도록 하므로, 이 땅에 사막이나 빙하 지대가 없다.
수기층은 자외방사선과 우주방사선, 그리고 바깥 우주로부터 오는 파괴
적인 에너지를 걸러 내는데 큰 효과가 있다(이것들이 몸과 유전인자에 변
이를 가져와서 개인이나 각종(各種)의 생명력을 감소시키는 것이다). 그리
하여, 수기층은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과 수명 연장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두터운 수기층으로 말미암아 지구 표면에 기압이 높아진다는 이유로 이
견(異見)을 표명하는 사람도 있으나, 근대 의학에서는 높은 압력의 환경
에서 오히려 건강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예로 높은 압력의 환
경은 옥시겐 하이퍼배릭 참버(Oxygen Hypervaric Chamber) 균을 죽이
는 역할을 하는 등, 건강에 유익함이 판명되었다.
후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악인들을 홍수로 멸하실 때 위에 있던 수
기층의 물을 쏟으신 것이다(현재 대기에 있는 수분이 모두 비로 내린다면
지면 위에 1인치 밖에 되지않는다고 한다). 천년 왕국을 위해서 하나님께
서 수기층을 다시 예비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새 땅과 새 하늘을 창조
하실 것이다.
시편 1 4 8:4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 들도 찬양할찌어다
시편 1 4 8:6 저가 또 그것들을 영영히 세우시고 폐치 못 할 명 을 정하셨도다

9-10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뭍이 드러나라 하시매 그대
로 되니라 하나님이 뭍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라 하나
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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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창 아래에 있는 물들이 아직도 해변이 없고, 완전히 물로써 가득차 있
다. 아마 다른 물질들이 아직도 용해된 상태에 있을지도 모른다. 세번 나
누는 일을 하시는데, 첫째날은 빛과 어두움을 나누시고, 둘째날은 물과 물
을 나누어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날은 물과 뭍을 나누신다.
‘마른 땅이 나타나라’하는 말씀이 나타날 때에 에너지화 하는 것은 하나
님의 말씀이었다. 물질이 서로 상합하여 바위도 만들고, 금속도 만들어 무
거운 것은 아래로 가라앉고 가벼운 것은 위로 떠오르며, 아직도 많은 물질
들이 용액 상태로 되어 있을 것이다.
물과 뭍이 나뉘어 물을 ‘바다’라 하고 뭍을 ‘땅(히, 에레츠, eretz)’이라
부르셨다. 그리하여, 땅의 기초가 서게 되었다. 창1:1-2에서 창조하신 형
태가 없는 시작 때의 물질도 ‘땅’이라 부르시고, 딱딱히 여문 땅도 ‘땅’이
라는 같은 용어를 사용하셨다.
이 모든 것이 창조의 셋째날 첫 부분에 완성되었다.
시편 10 2:2 5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 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
니이다
욥 3 8:4 내가 땅 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 냐 네가 깨달아 알 았거든 말
할찌니라
스가랴 12: 1 이 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 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
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 령을 지으 신 자가 가라사대
이사야 4 8:1 3 과연 내 손이 땅의 기 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 손이 하늘에 폈나니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11-13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
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
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세째 날이니라
바위와 광물질을 형성하였을 뿐만아니라, 땅 표면에 흙도 조성하여 거기
에는 모래와, 모래보다 더욱 작은 흙과 진흙이 풍부한 화학성분과 적당한
수분으로 잘 혼합되어 식물이 자라는데 최적의 비옥한 땅을 형성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매, 흙의 여러 화학물질들이 서로 결합하여 놀라운
조직을 이루고 또한 의식을 가진 생명체는 아니지만, 그 속에 씨를 가지고
재생산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식물이 나타났다.
식물을 세 종류로 구분하였는데 1) 풀, 2) 씨 맺는 채소, 3) 각기 종류대
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인데, 풀은 땅을 덮는 모든 풀 종류이고, 채소
라고 하는 것은 채소와 나무보다 작은 잡목이며, 나무는 열매맺는 과일나
무와 그 외 모든 큰 나무 종류를 말하는 것이다.

요점
이 식물들은 씨가 아니고 완전히 성장한 식물이며, 씨는 그 나무 속에
보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 나무의 외모로 보이는 연령이 이미 주어져 있었
다.
이 나무나 어떤 바위나 창조물의 나이를 현대의 방사선 탄소에 의해서
측정한다면, 여러 수 백년, 수 억년이 될지 모르나 실제로 성숙한 나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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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나 바위의 나이는 하루인 것이다. 이것은 신적인 기만이 아니라, 전
능하신 하나님이 전지의 지혜로써 창조하시는데 절대로 필요한 현상이다.
인간의 한정된 좁은 지혜로써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측량하려고 한다
는 것은 무모한 짓에 불과하다. 찰스 다윈의 진화론을 믿는, 소위 지식인
들이라 자처하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을 하고 있으며, 또한 맹목
적으로 진화론을 믿고 따르며 공립학교의 교과서에 우주와 인류의 기원을
진화론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에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시간만 수 백억년이 지난다면 모든 것이 절로 생긴다는 것이 하나님을
제쳐놓고, 우주 만물의 기원을 설명해 보고자 하는 무지한 무신론자들의
생각인데, 로마서에는 하나님을 제쳐 놓은 인간들은 마음이 허망하여져서
상식 이하의 일, 곧 자기보다 못한 우상을 섬기는 일, 남녀의 정상적인
관계를 떠나 남자와 남자,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서로 부끄러운 일을 한
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 없이는 영적인 타락과 육적인 타락과 마음의 부
패가 따르기 마련이다.(롬1:18-32).
지난 몇 년전 워싱턴주에서 세인트 헬런(St. Helen)화산이 폭발한 적이
있는데, 이때 용암과 고열에 탄 나무와 바위 등이 300피트나 높이 올라
갔다가 앞에 있는 호수의 물 속에 떨어졌다. 이 현상을 연구한 지질학자
존 모리스(John Morris)의 진술에 의하면, 지질학자들이 호수 속에 떨어
져 급속히 냉각된 고열에 탄 나무를 조사한 결과 수 십억년전의 화석과도
같은 연령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현상은 불과 15분 만에 일어
난 것이었다. 이 사실은 1994년 10월에 중국 북경에서 있었던 의료, 실
업, 기독교 교류 한미중의 연합 집회에서 존 모리스박사(Genesis Record
책을 저술한 Henry Morris의 아들)가 발표한 논제이다. 오늘날 화석의
나이를 측정하여 지구의 연령이나 화석의 나이를 그대로 믿는 지질 학자
들이 점점 줄어 들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인류가 창조된 이래 행했던 가장 무지한 일 중의 하나가 소위 지식인들
이 한 일인데, 이것이 진화론인 것이다. 시계가 여러 수 억년이 지나면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시계를 고안하고 만든 시계공이 있어야 하듯
이, 우주 만물도 계획하고 만든 자가 있으니 우주와 모든 만물들을 하나
님이 창조하신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다.
진화론을 믿는 것 보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것이 훨씬 더 쉽다.

각기 종류( Kind, 히, 민, m in) 대로 씨가진 열매
11절에 ‘각기 종류대로’란 말과 ‘씨’란 말이 중요한데, 창조된 창조물
의 기관 속에는 계속해서 같은 종류의 창조물이 번식할 수 있도록 계획된
핵산(DNA)이 들어 있는 씨가 있다.
고도로 발달한 현대의 생물학의 연구에 의하여 DNA분자의 복잡성과
그 속에 들어있는 그 기관의 유전 암호의 독특하고도 변하지 않고 전달되
는 고유한 특성은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종류대로’란 말씀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각 창조물마다 특유한 유전인자 속에 핵산(DNA)이 들어있어
같은 종류만 재생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같은 종류 안에서는 얼마든
지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으나, 다른 종(Species)로 바꿀 수는 없
는 것이다. 그러나, 진화론은 시간만 오래 지나면 새로운 종류로 바꿀 수
있다는 상상 이론인 것이며, 하나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없다. 횡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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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종적인 종류의 변화는 있을 수 없다.
다음 성경 구절들이 종류대로의 창조를 지지하고 있다.
고린도전서 1 5:3 8- 3 9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 체를 주 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
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 람 의 육체요 하나는 짐
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1 Cor inthians 15: 38 - 39 B ut God g iveth it a b ody as it hath pleased him ,
and to every seed his o wn body . A ll f lesh is not the same flesh: but
there is one kind of flesh of men, another flesh of beasts, another of
fishes, and another of bi rds.

Kind, ‘종류대로’란 말이 중요하다. 적어도 동물에 적용할 때에 레위기
11장13-32절에 더욱 잘 기록되어 있다.
진화론에 의하면, 바다의 척추 및 무척추 동물들이 물에서 여러 수 백
억년을 지나면서 진화를 거쳐 식물도 되고 동물도 된다고 했는데, 성경의
창조는 바다의 생물체가 아직 창조되기 전에 식물이 먼저 창조되었고, 식
물이 번성하려면 곤충에 의해서 꽃가루가 옮겨져야 되는데, 곤충은 육일
이 될 때까지 아직 창조되지도 않은 상태였다. 제 오일에 동물과 새들을
창조하시고, 제 육일에 곤충들이 창조되었다.
여기서, 하루가 수 십만년일 것이라는 설이 있는데, 이는 맞지 않고 오
늘과 같은 하루가 타당하다. 창조의 순서로 보아 하루가 그토록 오랜 시
일의 햇수일 수가 없다. 하나님이 명하신 번식의 방법으로써는 식물이 그
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는 것이다.
4절에 빛을 창조하시고, 10절에 물과 뭍을 나누시고, 12절에 식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다. 한가지 흥미있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궁창을 창조하신 후에는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지 않으셨다.
저녁을 히브리어로 ‘에렙(ereb)’, 아침을 ‘보카르(boqer)’라고 하는데,
구약성경에 100번이상 명시되어 있고, 그 의미는 오늘과 같은 날의 끝과
아침의 시작이며 문자 그대로의 뜻이다.
14-19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뉘게 하라 또 그 광명
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또 그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취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을 만드사 큰 광
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취게 하시며 주야를
주관하게 하시며 빛과 어두움을 나뉘게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네째 날이니라
해와 달을 만들기 전에 광원이 있어 같은 방향으로 비추므로 지축을 중심
으로 자전하는 지구에 밤과 낮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중, 제4일에 해와 달
을 창조하시어 계속 낮과 밤을 이루게 하시고, 별들을 만드셨다.
‘징조’란, 그 뜻을 알기 어려운 것이다. 별의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을 나타내는데, 예수님의 탄생 등이 있다. 별의 조디악(zodiacal signs)의
징조는 곧, 점성술로 타락하고 말았다.
노바(Nova), 그리고 초노바(Supernoava)현상은 예외이다.
현대의 별의 거리를 재는 방법으로써 330광년까지는 가능한데, 그 이상
은 확실치 않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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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Milky way, Galaxy)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진화된 것이 아니고, 단
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해를 공전하게 하여 년한을 이루고, 지구가 자전하여 일자를 이루고, 사
시가 있다는 것은 지축이 약간 기울어졌다는 뜻이다. 그 상태에서 수기층
으로 온 지구가 덮여 있어 온화한 기후를 조성하게 된 것으로 간주된다.

생물을 창조하시다.
첫째날은 시간, 공간, 물질을 창조하시고 땅이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하나님의 신이 수면으로 운행하시며 에너지화 하신 것 같이
보인다. 그 다음 빛을 창조하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다.
둘째날은 대기층과 수기층으로 나누셨고,
셋째날은 땅과 바다를 나누시고 식물을 만드셨다.
그리고, 넷째날은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
다섯째날은 공중에 새들과 바다의 물고기들을 만드셨으며,
여섯째날은 동물과 곤충들, 그리고 사람을 지으셨다.
빛, 공기, 물, 흙, 화학물질, 식물, 열매 등 땅위에 생물이 생명을 유지
하는데 필요한 것들은 모두 완성되었고, 거주자만 없다. 하나님은 ‘거주하
게 하기 위해서 만드신다’고 이사야 45장18절에 말씀하셨다.
20-23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 위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날
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
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
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움직이는 피조물(히, 쉐레츠, Sherets)’혹은 ‘기는 것들(히, 레메스,
Remes)’은 동물들을 말하는 것이다.
‘생명(히, 네페쉬, Nephesh )’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온다. 이 말은 ‘혼
(Soul)’이란 뜻이다. 사람과 동물은 ‘혼(혹은 의식)’이 있고, 식물은 ‘혼’ 혹
은 ‘의식’이 없다. 사람과 동물의 차이는 사람은 ‘영’이 있으나, 동물은
‘영’이 없는 것이다.
‘종류대로’란 DNA의 특성대로 창조되었으며, 결코 진화되는 것이 아니라
는 것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매 창조가 즉시 이뤄졌다.
그래서 좋아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생물들에게 생육하고 번성
하며 충만하도록 축복하셨다.
마태복음 1 0:2 9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
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 하리라
마태복음 6:2 6 공중의 새 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 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 지 아니하냐

유사한 축복을 홍수 후에도

동물들에게 하셨다.

창세기 8:1 7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육 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큰 물고기가 제일 먼저 창조되었으나, 진화론은 그 반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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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론은 바다의 원형질의 진화가 먼저 있고, 그 다음 식물, 그리고 후에
날짐승이라고 주장하지만, 창세기의 기록은 식물이 먼저 있고, 바다의 생
물, 그리고 날짐승이 동시에 창조됨을 보인다.

24-25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
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
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
에 좋았더라
제 5일에는 어족과 날짐승을 창조하셨다.
이제, 제 6일에는 땅 위의 동물을 창조하신다.

주목할 사항
땅위의 동물을 ‘만드시다’는 히브리어 아사(Asah )란 말을 쓰셨다.
바다와 공중의 동물들을 ‘창조하시다’란 말은 바라(Bara)란 말을 쓰셨
다. 왜 그러셨을까? 확실히는 모르나, 아마도 땅의 동물들이 바다나 공중
의 창조물에 비해 고도로 발달한 동물들이므로, 하나님의 창조의 활동이
더 높은 부류에 속하는 것으로 짐작한다.
21절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에는 비단 바다의 물고기나 공중의 새 뿐만
아니라, 땅 위의 동물까지 포함되는 것이다. 이들은 화학물질로 구성되어
동물의 육체를 이루고, ‘혼(네페쉬, Nephesh)’을 동시에 창조함을 받아
소유하게 되었다.
땅의 동물의 세 종류
첫째, 육축으로 가축(소, 양 등 길들여 사람과 가까이하는 동물들)을 말
하며, 둘째는, 기는 것으로 곤충, 파충류, 쥐종류 등(레11:29-31)이 포함
되고, 셋째는 땅의 짐승들인데, 큰 동물(사자, 코끼리, 멸절된 공룡 등의
가축 외의 포유류들)을 일컸는다.
요점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라는 이 말씀은 모든 동물들이 땅의 원
소에서 기원하였고, 죽으면 모두 흙으로 돌아가고, 동물들의 혼은 끝이
난다는 것이다. ‘생물(nephesh)’이란 혼을 가진 모든 동물들, 즉 어족, 조
류, 동물 및 사람까지 포함한다(창1:21; 2:7).
동물들의 창조는 한 종(Species)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된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고 하셨으니, 진화론의 여지가 조금도 비치
지 않고, 완전히 즉각적으로 동물들이 각기 종류대로 창조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창조의 완성
제 6일째의 전반부는 땅의 동물들을 창조하였으나, 후반부는 사람을 만
드심으로 창조를 완성하게 된다.
26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

- 15 -

창세기43장
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
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의’란 말씀에서 삼위일체(Tri-unity, 엘로힘, Elohim)의 한 위의
하나님(El)이 다른 위의 하나님(El), 혹은 하나님들께(하나님의 복수Ella)
말씀하시는 것을 보아 삼위일체의 진리를 엿볼 수 있다.
구약에서,
시편 2:7 내가 영을 전 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 시되 너 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
가 너를 낳았도다
이사야 4 8:1 6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아 와 이 말을 들 으라 내가 처음부터 그것을 비
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나니 그 말이 있을 때 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하셨느니라
이제는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 신을 보내 셨느니라
시편45: 6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 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시편4 5: 7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 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류보다 승하게 하셨나 이다
시편11 0: 1 여호와 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 로 네 발등상 되 게 하기
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 셨도다

신약에서,
마태복음 1:2 5 아들을 낳 기까지 동침치 아 니하더니 낳으매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요한복음 8: 42 예수 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 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
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 님께로 나서 왔음 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
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1 7:2 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 도 나 있는 곳 에 나 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 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 희 로 보게 기를 원하옵
나이다
히브리서 1: 8 아들에 관하여는 하 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 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사람을 만들고’에서 ‘아사(Asah)’란 말을 사용하셨다. 사람은 육체가 동
물보다는 고도로 발달한 구조를 가졌으나, 근본적으로 동물과 유사한 구조
이다. 이미 창조하신 물질원소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사’란 말을 쓰신 것이다.
여기서는 육체의 만드심을 말씀하심이다
‘아담’은 ‘사람’이란 뜻이다. 사람은 흙과 관계 있다(창2:7). 그리고, ‘어
류 조류 육축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다.

창조 전에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계획은 시간 창조 전에-이 세상의 터가
세워지기 전에, 어린 양 예수님이 인생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되어 있었
고, 구원얻은 성도들의 이름이 이미 기록되었고, 은혜로 구원을 얻을 자
들이 세상의 터가 서기 전에 부름을 받았다.
베드로전서 1:2 0 그는 창세 전 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
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계 시록 17: 8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 나 장차 무저갱으로부 터 올라와
멸
망 으로 들어갈 자니 땅 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녹명되지
못한 자
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 올 짐승을 보고 기이히 여기
리라
디모데후서 1:9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 르심 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
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 부터 그 리스도 예수 안 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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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대로의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바라’(Bara)인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아사’(Asah, 유에서 유를)의 창조와 ‘바라’(Bara)의 창조,
둘 다 사용하셨다. ‘바라’(Bara)의 창조로 우리의 영을 무에서 하나님의 형
상으로 창조하신 것 같다.
사람의 영(Ruach, 르하크, Breath of Life, Eternal spirit)은 하나님의 형
상을 닮아 영원한 영을 가졌다. 천사들이나 타락한 마귀들의 영도, 또한
하나님과 같이 영원한 것이다. 그러나, 동물들의 혼은 죽을 때 없어지는
것이다.
전도서 3:2 1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 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사람이 동물과 유사한 혼(Nephesh)은 가지고 있으나, 동물에게서 볼 수
없는 기질들은 도덕성, 사고와 미와 음악에 대한 예술의 이해와 감정의 이
해, 그 보다 더욱 차원이 높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를 경배할 수 있는 기
능과 역량을 가진 것 등이다. 사람의 영원성과 신적인 규모는 하나님의 형
상을 닮는다는 요소에 해당된다.
이상의 기질들은 동물들이 소유하고 있는 ‘혼(네페쉬, Nephesh)’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음으로 실제
로, 몸과 혼적인 면에서도 동물과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
나 하나님 없이 사는 자, 즉 깨닫지 못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시편 기자
는 말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은 영이시며, 몸이 없으시다.
요한복음 4:2 4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 정으로 예배할지니 라

사람의 몸이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만들 어 질 수 있나?
하나님은 몸은 없어도 육체를 가진 사람의 하는 일들을 하시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나열해 본다면, 시각(창16:13), 청각(시94:9), 후각(창
8:21), 촉각(창32:32), 말하심(벧후1:18) 등이 있다..
하나님이 몸이 없다 하지라도 몸을 가진 형태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경우에는 몸의 형태로 나타나신다(창18:1-2). 천사들도 같은 일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행1:10). 동물과 달라서 서 있는 자세를 유지하며,
위를 쳐다보는 용모로써 감정의 표정을 나타내며, 뇌와 혀로써 발성으로
말하여 뜻과 생각을 나타내신다.
하나님이 아들을 위해서 사람의 육체를 예비하셨다(히10:5; 눅1:35).
마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사람을 지었듯이 예수님도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빌2:7).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자신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육
체를 입으셨다(히1:3; 골1:15; 고후4:4).
하나님이 삼위일체(성부, 성자, 성령)임과 같이, 사람도 낮은 삼위일체
로서 몸, 혼, 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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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뜻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영원한 영을 가지게 됨으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
는 수용력이 생겼다.
28-30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
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의 축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명령
땅을 정복하라(군사적 용어). 그리고, 어류, 조류, 그리고 움직이는 모든
동물들을 다스리라.
하나님의 공급
채소와 나무의 열매를 사람들에게 식물로 주시다.
땅의 동물들에게는 풀을 식물로 주시다.
육식이 원래의 식물(食物)이 아니었다. 육식은 노아홍수 이후에 생긴
것이다.
이전까지는 동물들에게 다른 동물을 죽여 먹고자 하는 소원도 없었다.
동물들의 발톱이 날카롭고 이가 칼날처럼 된 때가, 아마 인생이 범죄하
여 육식을 시작할 때부터 일 것이다. 왜냐하면 풀을 주식으로 하는 소나,
사슴이나 채식을 하는 동물의 이가 날카롭지 않다.
천년 왕국 때에 서로 죽이는 일이 없는 거룩한 동산을 묘사한 성경구절
은 사11:6-9; 호2:18 등이 있다.
1:31-2:3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
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
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하므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 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를 마치신 후에 ‘심히 좋았다’고 하는 것은
완전무결한 것이다. 죄도 없고, 생존경쟁도 없고, 완전평화, 이 때는 사탄
도
타락하지 않았고, 죽음도 없을 때이다.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창조를 말하고 있다(히4:3-4,10; 11:3; 엡
3:9 등).
화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이다(난폭하고도 갑작스런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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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과 같이 병이나 폭풍이나 상해로 인하여 죽음을 경험한 것을 말해
주고 있다.
로마서 8:2 2 피 조물이 다 이제까 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 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로마서 5:1 2 이 러므로 한 사람으 로 말미암 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 를 지었으므로 사 망 이 모든 사람에게 이
르렀느니라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죽음이 없었다. 6일 동안 창조할 동안에는 죽음
이 없었다. 만일 공백의 기간 이론(Gap theory)이 주장하듯이 죽음이 있
어 바위 속에 동물의 화석이 박혀 있다면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시지 않았을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성경
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인간 창조 전에 화석이 있었다면 성경
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과 상반
된다. 화석은 노아홍수 때에 일어난 것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창세기 2장1-3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일이 다 끝났다는 말씀이
4번이나 강조되고 있다. 여기서 ‘모든 일이 끝났다’라고 말씀하셨다. 이 사
실은 아주 중요한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는 끝이 난 것이며 계속해서
진화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주는 열역학의 두 법칙에 의하여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하나는 분해와,
다른 하나는 보존하는 것이다.
창세기 2:1 절에서,
Genesis 2:1 Thu s the heavens and the earth we re finished, and al l the
host of them.

‘Host of Heaven’이란 말이 별들을 의미한다(신4:19; 느9:6; 렘33:22등).
그러나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왕상22:19; 대하18:18).

창세기 2 장

창세기 2장4절이하에서 5장1절까지는 아마 아담이 기록했을 것이다.
그가 본 창조와 인간 역사의 첫번 사건들을 관찰하여 구두로나 기록을 남
겼을 것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낱말은
‘여호와 하나님[Jehovah God (LORD=여호와, Elohim=하나님)]’과
‘천지의 창조된 대략(generations 히, 토레도스, toledoth)’이다.
4-6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의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
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
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
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둘째날과 셋째날 전반기를 말하고 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땅을 적셨더라’는 것은 비가 오지 않고, 안개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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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공급을 한다는 말이다.

7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 몸을 원소(질소, 칼슘, 산소 등)로 형성하셨다.
고린도전서 15: 47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 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
에서 나셨느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 영원 자존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기
인 한다.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창세기 7:2 2 육 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Genesis 7:2 2 A ll in whose nostr ils was the b reath o f life , of a ll that was
in the d ry land, died .

생령(breath of life, breath는 히브리어로 ruach, 루아크, Spirit or
wind)으로 동물과 달리 하나님께서 직접 호흡을 아담의 코에 불어 넣으셨
다.
아담은 첫 사람이다. 그리고 아담 이전에는 사람이 없었다.
고린도전서 15: 4 5 기록 된 바 첫 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 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
은 살려 주는 영이 되 었나니

8-9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
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동방의 에덴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사람이 살 곳으로, ‘에덴’이란 ‘즐
겁게 하다(delight)’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생명나무
창세기 3:2 2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 라 이 사람이 선 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실과도 따 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계시록 2 2:2 길 가운 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 에 생명나무가 있 어 열 두가지 실과를 맺
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
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창세기 1장31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신 것을 보니, 선악과 속에 과연 독소가 있었는지 알 수 없으나, 아담
이 이 과일을 먹었을 때에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고, 인생은 죽음에 이
르게 되었다. 선은 이미 알고 있으나, 악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선악과
를 먹은 후에 경험을 통하여 알게 된다.
10-14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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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전의 물의 발원은 바다 물이 어떤 곳에서 모래를 통과하고 여과되
어 바위 사이의 동굴을 통하여 깊은 지구 속의 불에 의해 끓여져, 다시 바
위 동굴로 솟아 올라와서 지구의 표면으로 나와서 강을 이루어 다시 바다
로 들어간다. 홍수 이후에는 이러한 순환이 거의 파괴되고, 바다 물이 공
중으로 증발되어 비가 오기 시작하므로 물의 순환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
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
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세째
강의 이름은 힛데겔이라 앗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네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큰 강이 에덴 동산을 통해서 흘러가서 네 줄기의 강을 이루었다.
첫째는 비손으로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베델리엄은 진주,
그리고 호마노, 이것들은 보석의 이름),
둘째는 기혼으로 구스(에티오피아와 아라비아) 땅을 둘렀고, 현재 위치의
두 강이 이런 땅을 둘러싸고 있는 곳은 없다. 그리고 기혼을 나일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비손을 간지스나 인두스 강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으나,
지도 분포로 보아서 불가능하며, 이 강들은 홍수 이전의 강들이고,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베드로후서 3:6 이로 말미암아 그 때 세 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그리고, 셋째는 힛데겔(티그리스 강)로써, 앗수르의 동편으로 흐른다.
또한, 유부라데 강 있는데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강이다.

자유의지 부여
‘영원하신 하나님이 왜 사람을 지으셨나?’라는 질문은 외람되다. 하나님
이 계시해 주시지 아니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로마서 9:2 0 이 사 람아 네가 뉘기에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 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뇨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요한일서 4: 1 6- 19 하나님이 우리를 사 랑하시는 사랑 을 우 리가 알고 믿었 노니 하나
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 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 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
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 상 에서 그러하니라 사
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 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 전히 이루지 못하 였느니라 우리가 사
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또한, 하나님은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
고,
요한계시록 4:11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
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자기의 은혜를 오는 세대에 나타내시기를 원하신다.
에베소 2: 7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 리에게 자비하심 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강제적인 사랑을 원치 않고, 자의에 의한 사랑을 원
하신다. 사람들을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
을 사랑하기를 원하셨다. 그러나, 자기를 사랑치 않고 배반할 수 있는 가
능성의 위험을 무릅써야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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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7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
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
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무죄 상태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며 지키고 가꾸는 일을
맡기셨다. 무죄한 상태의 아담은 노동도 아니하고, 일할 땅의 가시나 엉겅
퀴도 없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직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의 사랑을 시험하기 위해서 작은 명령을 하셨다. 동산에 생
명나무를 포함한 모든 나무를 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다.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는데, 이것은
그의 명령을 순종하는데 있다. 아담의 불순종을 보아서, 아담 속에 아가페
사랑의 결여됨을 볼 수 있다.
요한복음 14: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정녕 죽으리라’의 원어 뜻은 ‘죽어 가며 죽게 될’ 것이다. 죽음이란 하나
님과의 영적인 격리이며 이것이 영적 죽음이요, 육적 죽음은 몸의 세포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늙어가며 병도 나서 결국은 그 몸이 파괴되어 흙으로
돌아가므로 영과 육이 격리되는 것을 말한다. 영원한 죽음은 하나님과 영
원히 격리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담은 900년 이상을 살았다 할지라
도 불순종한 날부터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죽었다. 그 때부터 죄가 사람
과 세상에 들어와서 사망이 인간에게 머무는 것이다. 지금도 선악과를 먹
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을 자초하고 있고, 영
원한 생명 나무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다.

18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
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남자 홀로는 완성되지 못한다. 남자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 여
자의 위치는 남자를 돕는데 있다.

19-20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
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아담이 각 생
물을 일컫는 바가 곧 그 이름이라 아담이 모든 육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인간 아담은 머리가 비상하다. 동물들마다 이
름을 짓는 일을 한다.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친숙케 하
시고 명명케 하셨다.

21-22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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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
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디모데전서 2:1 3 이는 아 담이 먼 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고린도전서 11: 8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 이 아니 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모든 남자들이 여자에게서 낳았지만, 첫번 여자는 남자에게서 낳았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은 수술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만드시기 위함
이지, 마치 죽은 듯하나 죽은 것이 아니다. 갈보리 산상의 예수님이 신부,
곧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영적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계시록 1 4:6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 중에 날아가 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
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계시록 13: 8 죽임 을 당 한 어 린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녹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Revelation 1 3:8 And all that dwe ll upon the eart h shall worsh ip him,
whose names are not written in the book of life of the Lamb slain
from the f oundation of the w orld .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 책에 창세 이후로’에서 볼 때, 예수님은 창
세로부터 이미 죽은 어린양으로 나타났다.
‘갈빗대’는 번역이 잘못 되었다. 갈빗대가 아니고 ‘옆(side)’이란 뜻이다.
‘tsela(히, 체라)’는 구약에 25번 나오며, ‘옆’이란 말로 표현되는데 창세기
2장22절에서만 ‘갈빗대’로 번역되어 있다.
‘옆’이란 말씀이 의미가 심장한데, 남자의 머리인 우위도 아니고 발인 저
위도 아닌 옆을 가지고 여자를 지으심은 돕는 배필로써 창조하시나, 동등
한 입장을 보여 주고 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아담으로부
터 수혈을 했다고 하는 자도 있다. 그러나 이는 근거없는 말이다.
창세기 9:4 그러나 고기를 그 생 명 되는 피 채 먹지 말 것이 니라
레위기 1 7:1 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 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 명이 피에 있으므 로 피가 죄를 속하느
니라

갈보리 산상에서 예수님이 깊이 잠드는 죽음으로 들어 갔을 때에 하나의
뼈도 꺾이지 아니하시고, 옆구리의 창을 받아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예수님
을 기억한다(요19:34-36). 아담의 생명으로부터 아내 하와를 창조하신 것
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아내가 되었다(고후
11:2).
하와는 아담과 같은 육체와 혼을 가지고 아담과 같이 한 몸을 이루나, 영
은 하나님께로 직접 창조함을 받아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마찬가지로 아
담의 후손들도 부모의 유전 인자를 받았으나,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스가랴 12: 1 이 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 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
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 령을 지으 신 자가 가라사대
전도서 12: 7 흙 은 여전 히 땅으 로 돌아 가고 신은 그 주신 하 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오시니’의 뜻은 영적으로 볼 때, 우리들도 예수
의 피로 구속함을 얻어 신부로서 예수께로 인도된다. 그리하여 영원히 주
와 함께 있을 것이다(엡4:11-16, 요14:2-3; 살전4:16-17; 계19-7-9;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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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
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여기서, 남자(히, 이쉬, ish)와 여자(히, 이솨, isha)는 예수와 교회로 비교
될 수 있다. 예수는 신랑, 교회는 신부, 예수는 교회의 머리요, 교회는 예
수의 몸이다.
이어서, 결혼의 시작이 알려진다.

24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일부 일처가 하나님의 정하신 법이다. 그러나, 범죄로 말미암아 결혼이
타락되고, 그로 인하여, 일부다처, 첩, 일처다부, 쉬운 이혼, 간음, 난혼 등
의 결혼의 부조리가 생겼다.
전도서 7:2 9 나 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 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마태복음 1 9:8 예수께 서 가라사대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 함을 인하여 아내 내어버
림을 허락하였거니 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 라

한편, 이혼이 허용된다.
에스라 1 0:1 1 이제 너 희 열조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 고 그 뜻대로 행하여 이
땅 족속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 버리라

그러나, 일부 일처만이 참된 행복을 가져온다.
에베소 5: 22 - 23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 께서 교회의 머리 됨과 같음이니 그 가 친히 몸의 구주시
니라
에베소 3:1 5 이 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Ephesians 3: 15 Of whom the wh ole famil y in heaven and earth is named,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마19:3-9; 막10:2-12)
에베소 5:3 2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 여 말하노라

25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죄가 없는 곳에는 부끄러움도 없다. 하나님과 아담과 그 아내는 숨김없는
적나라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완전 무결한 이상적인 환경에서 아름다운 사
귐과 경배를 드리고 있었다.

창세기 3 장

1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
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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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냐

옛 뱀, 곧 마귀
사탄이 뱀의 몸을 이용한다(신약에서 악령이 돼지에게 들어간 사실).
왜냐하면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아담에 의해서 명명되고 아름다운 간교한 동물, 아마 걸어다니며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발람 선지와 당나귀와의 대화, 민 22:28).
타락 이전에 동물들과 말을 할 수 있는 상태가 타락 이후에 변했는지도
모를 가능성이 있다.
옛 뱀(루시퍼:계명성(day-star)- 타락하여 사탄이 됨, 거역자로 표현)에
대한 성경 구절은,
계시록 1 2:9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 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 께 내어쫓기니라
계시록 2 0:2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 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 아 일천 년 동안 결 박하
여

그는 하나님과 인생의 구원의 계획에 반역하는 오래된 타락한 천사이
다.
이사야 14: 1 2- 15 너 아 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 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
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 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 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
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 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 로다

다른 표현을 보면, 바벨론의 악한 왕에 대한 예언인데, 사탄이 바벨론
왕의 몸과 권세를 사용하는 장면이다.
에스겔 28: 1 1- 19 여 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 사대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
여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 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인이었고 지혜
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왔도다 네가 옛 적에 하나님의 동 산 에덴에 있어서 각
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 옥과 홍마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
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었음이 여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
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었도 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임이여 내가 너를
세우매 네가 하나님의 성산 에 있 어서 화 광석 사이에 왕래하였 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전하 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 났도다. 네 무역이 풍
성하므로 네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네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그룹아 그러므
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 광석 사이에서 멸하였
도다.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네가 영화 로우 므로 네 지혜를 더럽
혔음이여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 리가 되게 하였도다.
네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하므로 네 모든 성소를 더럽 혔 음이여 내가 네 가운
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는 모든 자 앞 에서 너로 땅 위에 재
가되게 하였도다 . 만 민 중에 너를 아는 자가 너 로 인하여 다 놀랄 것임이여 네가
경계거리가 되고 네가 영원히 다시 있지 못하리로다 하셨다 하라

이는, 두로 왕 속에 들어와 그 몸과 왕권을 이용하는 장면이다. 하나님
의 보좌를 덮는 가장 높고 아름다운 천사로 창조하셨다.
루시퍼는 창조된 피조물(겔28:13,15)이고, 천사는 봉사하는 영 들이다.
히브리서 1: 14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 로서 구원 얻을 후 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그리고, 루시퍼의 타락의 원인은, 첫째는 교만이고,
에스겔 2 8: 17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 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
도다

둘째는 자기 위치를 떠났다는 것이며(자신을 하나님이라 생각하므로),
이사야 14: 14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 리라 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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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조물이라고 일러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아름답고 영화롭게 창조되
어 하나님과 같은 자로 착각하고, 자기 위치를 떠나 하나님을 배반하였으
며, 천사 삼분의 일도 현혹되어 루시퍼를 따라 하나님을 반역하였다.
자기 자신을 속이고, 세상을 속이는 거짓의 아버지가 되었다.
계시록 1 2:9 큰 용이 내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 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 께 내어쫓기니라
이사야 14: 13 네가 네 마음에 이 르기를 내가 하 늘에 올 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 에 좌정 하리라
계시록 1 2:4 그 꼬리가 하늘 별 삼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 에 던지더라 용 이 해산하
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 를 삼키 고자 하더 니

셋째는 루시퍼 속에 불의가 드러났다.
에스겔 28: 1 5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네 모든 길에 완 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누가복음 10: 18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 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에스겔 2 8: 17 네가 아름다우므로 마음이 교 만하였으며 네가 영화로우므로 네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
도다

루시퍼는 결국,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고,
이사야 14: 15 그러나 이제 네가 음부 곧 구덩 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마태복음 2 5:4 1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 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그가 하나님을 반역한 원인들 중에 가능한 한 가지 생각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계획, 즉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
고, 다스리게 하고, 또 생육하고 번식케 하는 축복’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
을 것이다. 천사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축복은 볼 수 없고, 그들은 상속받
을 후사들의 수종드는 사명이 있다.
하나님께서 반역한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지옥 불에 던지기 전에 이 땅
으로 던져 보낸 것은 창조하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유 의지에 의해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다.
루시퍼(아침의 아들 계명성)는 타락하여, 사탄(거역자), 형제 참소자, 아
바돈(히브리) 혹은 아볼루온(헬라), 곧 ‘파괴자’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사탄의 술법
먼저, 여자에게 유혹한다. 여자는 돕는 배필이다. 감정적이며 판단력이
희박하다. 교회에서는 ‘여자는 잠잠하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아담이
없을 때 여자를 유혹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선하심에 질문을 던진다. 죄는 항상 하
나님의 말씀과 그의 선하심에 질문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선하
심에 의심을 자아내게 하고, 불신앙에서 불순종으로 이끌어 간다.
자신을 스스로 속여 타락한 천사 루시퍼가 사탄이 되어, 같은 옛 술법
인 거짓으로 순진한 여인이 홀로 있을 때에 유혹을 시도하여 성공하였다.
그 술법을 사탄은 지금도 사용하고 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
하고, 예수님의 신성에 도전하며, 성령의 역사에 도전한다.
2-3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
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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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독소 섞인 사탄의 질문에 하와의 대답하는 것으로 보아, 동산 안에 한 나
무를 금한 사실에 대해서 사탄이 잘못된 것을 알려 주었으나, 사탄의 질문
이 하와에게 살인적 영향을 미쳤음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했다. 하나님은 관대하지 못하고
요구를 더하는 분노가 약간 가해진 말로 하나님을 표현했다. ‘만지지 말라’
는 말씀은 하시지 않았고, 또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셨는데, ‘죽
을까 하노라’라고 말씀을 바꾸어 약화시켰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는 일은 항상 위험하다. 더하면 사교(Cultist)가 되
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면 신신학 혹은 자유주의(Liberalism)가 된다. 하나
님은 전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신 말씀은 정확 무오함으로 그대로 믿어야
한다.
신명기 4: 2 내 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 는 가감하지 말 고 내가 너희 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잠언 3 0: 5 하나 님의 말씀 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 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계시록 22: 1 8- 19 내 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 에 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
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 에 기록된 재앙들 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
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 의 예언 의 말씀에 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
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예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잠언 30: 6 너는 그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 가 너를 책망하 시겠고 너는 거짓 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계시록 2 2:1 9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 에서 제 하여 버리면 하나 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예함을 제하여 버 리시리라

4-5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선하심에 도전하고, 하와에게 의심하게 하
여 불신케 하며, 불순종으로 이끌어 사탄은 죽일 준비가 되었다.
뱀이 한 일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 정반대의 도전을 하며,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고, ‘하나님과 같이’ 될까 하여 하나님이 우
려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사탄이 가졌던 같은 유혹이었다(사 14:13-14).
오늘날도 같은 유혹이 있다. 그러나, 하와는 유혹에 대적하지 않았다.
‘사탄을 대적하라 그리하면 피하리라.’
에베소 6:1 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 히 악한자의 모든 화전을
멸하고

눈이 열려 선악을 알게 되는 것은 맞으나, 하나님과 같이되는 것은 거짓
말이었다. 사탄은 거짓의 아버지이다. 반쯤의 진리나 왜곡된 진리는 더 효
과적으로 속일 수 있다(요 14:6).

신약에서 유혹에 대한 말씀
고린도후서 11: 3 뱀이 그 간계 로 이와 를 미혹케 한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 라
디모데전서 2: 14 아담 이 꾀임을 보지 아니 하고 여자가 꾀임 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
라
요한복음 8:4 4 너희는 너희 아 비 마귀 에게서 났 으니 너 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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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 음부터 살인한 자 요 진리가 그 속 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
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 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첫 인간의 죄
아담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귐은 끊어지고, 죽음이 사람에게 들어
왔다.
로마서 5:1 2 이 러므로 한 사람으 로 말미암 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 를 지었으므로 사 망 이 모든 사람에게 이
르렀느니라
고린도전서 15: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 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이 삶을 얻으리라
창세기 3:6 여자 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 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 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의 세가지 분류
요한복음 2: 16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
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 온 것이 아니 요 세상 으로 좇아 온 것이라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육신의 구미를 돋구는 정욕), ‘보암직도 하
고’(감정에 호소하는 세상 것들),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하다(지식의 교만
마음과 영에 호소하는 욕심).
하와의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함께 유혹을 했다.
야고보서 3: 15 이러 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 려온 것이 아니요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니

우리의 원수는 마귀요, 세상이요, 육신이다. 하와에게는 이 모든 것이
함께 작용했다.

예수님께 사탄이 유혹
히브리서 4: 15 우리에 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 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
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 로되 죄는 없 으시니라
누가복음 4: 1 -2 예수께서 성 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사십
일 동안 성령에 게 이끌리시며 마 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
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 수가 다하매 주리신지라

세가지 종류의 시험
육신의 정욕과,
누가복음 4: 3- 4 마귀 가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하기를 사람 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안목의 정욕(세상 것들의 탐심과 소유감)과,
누가복음 4:5 -8 마귀가 또 예수 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 을 보이며 가
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 게 절하 면 다 네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대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생의 자랑(천사의 보호 아래 지적으로나 영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
려는 욕심)이 있다.
누가복음 4:9 -1 2 또 이 끌고 예루 살렘으로 가서 성 전 꼭대 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 내리라 기록하였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
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 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 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
라사대 말씀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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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 악한 자을 이기셨다. 고로, 우리도 이길 수 있다.
요한복음 2:1 3- 1 4 아 비들아 내가 너 희에게 쓰는 것 은 너희 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앎
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 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니라 아이
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 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
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 아 내가 너희에 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 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 희가 흉악한 자를 이
기었음이라

하와는 사탄의 꾀임에 빠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대신에 하나님 말씀에
질문 ⇒ 의심 ⇒ 첨가, 왜곡 ⇒ 불신 ⇒ 불순종하였고, 또 남편에게도 하
나 따서 주어 먹게 하였다.
아담은 속지는 않았으나(딤전 2:14), 알면서도 그 과일을 먹었다. 사탄이
아담에게 먼저 시험했다면, 아마 일이 어떻게 되었을는지 모른다고 하나,
알면서 지은 죄는 더욱 나쁘다. 많은 사람들은 아담이 하와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혼자 하나님의 심판을 대하는 것을 볼 수 없어서 같이 동참했다고
하여 범죄를 고상하게 설명하기도 하나, 성경은 결코 그러한 것을 인정하
지 않고, 죄는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하며,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한다.
성경은, 이것이 하와의 죄라고 하지 않고, 아담의 죄라고

말하고 있다. 여

기서 그리스도가 신부 되는 교회를 위해서 몸소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장면을 유사한 일로 표현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5: 22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같이 그 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
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1: 8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 이 아니 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로마서 5: 15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 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
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 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 람 예수 그리스 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아담은 인간의 우두머리로 표현되고 있다.

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은, 곧 마귀에게 순종하는 것이 된다.
죄로 인하여 아담 하와의 영은 즉시 죽게 되고, 육체도 죽음의 현상이 시
작된다. 의의 눈은 가리워지고, 죄악의 눈이 열리며,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
성은 자손들에게 유전되기 시작한다.
‘번식하라’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가 부끄러움의 대상이 되어 죄책감과
수치로, 자신들을 시들어저 버릴 무화과 잎으로 가리운다. 이는 죄책감을
인간의 노력으로, 적나라하게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해결
해보려는 인간의 종교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사람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어 보려는 것은 누더기와 같을 뿐이다.
이사야 6 4:6 대저 우 리는 다 부정한 자 같 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
리는 다 쇠패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
다

우리의 죄를 없이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의’ 밖에 없다.
이사야 61: 10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 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
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 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 의 겉옷으로 내게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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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 게 하셨음이라
창세기 3:2 1 여 호와 하나 님이 아 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8-10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
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
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끊어진다. 그들은 죄책감으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 자비롭고 감미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두려움이 된 것은 바로, 죄
때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인도와 위로도 되지만, 죄를 책하시기도 한다.
로마서 3:2 0 그 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 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 라
디모데후서 3:1 6 모든 성 경은 하 나님의 감 동으로 된 것으 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 ‘네가 어디 있느냐?’는, 아담의 몸 속에 죄가 들
어와서 모든 인생이 멸망에 이르게 한 아담에게 동정에 찬 하나님의 부르
심이다.
범죄 전에 경험치 못했던 수치가 죄로 인하여 알게 되므로, 부부의 벗은
몸이 수치로 여겨지게 된다.

11-13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
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의 질문은 사실을 캐보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저들이 자기의 범죄
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죄 용서를 구하기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그 책임을 다른 이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아담
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여자’ 때문이라고 그 책임을 전
가시킬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 그 책임을 전가하면서 원망하는 투였다.
이 태도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있는 것을 보아서, 우리는 아담의
자손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이제, 하나님은 그에 대한 교정의 형벌과 구속의 사업을 시작하신다

저 주( 썩어짐의 종노릇)
3:14-19에서 ‘저주’를 볼 수 있다.
동물 세계의 저주가 있고, 뱀에 대한 저주가 있으며, 여자에 대한 저주
가 있고, 아담과 그 후손에 대한 저주가 따르며, 땅이 저주를 받는다.
세계를 다스리는 아담이 죽게 되니, 그의 다스리는 것도 죽게 된다.
로마서 8:2 2 피 조물이 다 이제 까지 함 께 탄식하 며 함께 고 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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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8:2 0 -2 1 피조물이 허무 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 그 바라는 것은 피조 물도 썩 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창조가 물계, 혼을 가진 동물, 영을 가진 사람의 순서로 지음을 받았던
것과 같이 저주도 물계, 혼계, 영계로 내려진다.
죄는 사탄으로부터 시작하여 하와, 아담과 그 후손에게 이르렀다.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한 저주를 받으나, 구속의 소망이 있다.
로마서 8:2 1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사탄은 구원의 기회가 없고, 지옥의 형벌만이 기다리고 있다. 그는 하
나님을 반역할 뿐 아니라 그 반역을 사람에게 감염시켰다.
14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
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짐승 중에 가장 지혜로운 뱀이 배로 다니며 종일 흙을 먹는 저주를 보아,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시에 죽음이 모든 동물들에
게도 임하였다.

15-16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
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외적으로는 뱀에게 저주한 것이지만, 실제로 그 몸을 이용한 사탄에게 저
주한 것이다. 뱀의 후손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탄의 자식들이다
요한복음 8:4 4 너희는 너희 아 비 마귀 에게서 났 으니 너 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
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 음부터 살인한 자 요 진리가 그 속 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
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 가 거짓말장이요 거짓
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요한복음 3:8 - 12 죄를 짓 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 이 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 나니 이는 하나님 의 씨가 그의 속 에 거함이요 저도 범죄
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이 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
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 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
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가 서로 사랑할찌 니 이는 너희가 처음
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
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 는 악하고 그 아 우의 행위는 의로움이
니라
계시록 12: 1 7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 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 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
라

여자의 후손은 예수그리스도를 말하며, 동정녀 탄생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과 부활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며, 사탄의 손아귀
에 있던 자들을 자유케 한다. 십자가의 고통은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이
다.
여자에 대해서는 해산의 고통이 있고, 남편의 지배를 받으며 그를 사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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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이 있겠다고 하였다.

17-19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
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
니
아담은 아내의 말을 하나님 말보다 더 중요시 하였다. 그래서, 그가 범한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고, 그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며, 수
고와 땀을 흘려야 그 대가로 소산을 먹게 된다
결국, 아담은 흙으로 돌아간다.

20-21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
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짐승의 희생을 말한다.
레위기 1 7:1 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 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 명이 피에 있으므 로 피가 죄를 속하느
니라

곧, 이것은 예수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상징
하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죄를 덮는다’(Atonement, 히,
카퍼, Kafar)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짐승의 피로 죄를
덮어둔다.

22-24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
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
과 두루 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느낄 수 있다. 그 하나님의 자비는, 범죄
한 상태에서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원히 하나님과 격리될 수 있는 것을 방
지하시기 위하여,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는 것과 동산 밖에서 노동을
하게 하시므로 죄인의 살 길을 주신 것이 그것이다.
그 천사들은 항상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천사이다.
시편18: 1 0 그룹을 타고 날으심이여 바람날 개로 높이 뜨셨도 다
시편80: 1 요셉을 양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스 라엘의 목자여 귀 를 기울이소서 그룹사이
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취소서
시편99: 1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 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
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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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
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
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가인이 출생되며, 가인은 ‘얻었다’ 라는 뜻이다. 뱀의 후손이며, 농사가
주업이다.
요일 3:1 2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 로움이니라

또, 아벨이 출생하여, 아벨의 뜻은 ‘안개’(vapor), 혹은 ‘헛되다’(vanity)란
뜻있다. 여자의 후손으로, 하와는 하나님의 저주 후에 일어난 세상의 창조
의 현상들은 하나님 없이는 헛된 것을 느낀다.
로마서 8:2 0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
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가인은 양치는 자가 되지만, 육식은 하지 않으므로 양은 제사의 희생제물
로 쓰였고, 또한 옷을 만드는 재료로 사용되었으며. 노아 홍수 전에는 채
식만 있었다. 그러나, 홍수 후에 육식이 허락된다. .
아벨은 의로운 자이다. 그리고, 선지자이며,
누가복음 1 1:5 0 -5 1 창세 이후로 흘린 모 든 선지자의 피 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 임을 당한 사가랴 의 피까지 하리라 내
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 당하리라
마태복음 2 3: 35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 전과 제 단 사이에서 너희 가 죽인
바라갸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 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
리라

많은 아들, 딸들이 출생하였고,
창세기 5:4 아담이 셋을 낳은 후 팔백년 을 지내며 자녀를 낳 았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부모로부터 교훈 받았다.

속죄( Atoneme nt = cover ing, 히, 카파, k afar)
속죄는 하나님께 죄인이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양을 잡아 제사
드리는 길밖에 없음을 교훈한다.
3-5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열
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요일3:12에 기록된 것처럼 가인의 제사는 열랍 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
는,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이것은, 희생양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노력하여 얻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바친 때문이요, 하나님의 명령
에 대한 불순종을 의미하며, 곧 사람의 노력은 누더기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열랍 되었다. 그가 드린 제사의 제물은 양의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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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와 그 기름이었다.
히브리서 1 1:4 믿음으 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 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
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레위기 3:1 6 제 사장은 그것을 단 위에 불사를찌 니 이는 화 제로 드리는 식물이요 향
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로 보아, 불순종의 가인은 하나님과
아벨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 이것은,
의인 선지자 아벨의 교훈에 견딜 수 없는 자존심 상하는 모욕감을 느겼기
때문이다.

6-8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인에 대한 경고하기를,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찜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찜이뇨
이것은 죄 때문이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이것도 또한 죄 때문이다.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불순종은 죄를 짓게 한다.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아벨을 시기하고 죽일 마음이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에 순종치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양을 잡아 죄의 덮음을 받고,
하나님께 회개하기를 촉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없이는 죄
속함을 받을 수 없고, 죄는 마귀에게 속하므로 죄의 값은 사망이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가인은 양을 아벨로부터 구입해야 하는 일을 싫어했을 것이다. 그러나,
아벨은 가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전해 교정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들로 유인했든지 아니면 사람들의 눈이 없는 들에서 언쟁 끝에 아
우를 살인하였든지 간에 인간 역사의 첫 살인죄를 범하게 되었다.

9-12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가인에 대한 경고에 이어 책망을 하셨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몰라서 한 것이 아니라 가인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인은 거짓말을 한다. 죄를 회개치 아니하면 계속 죄를 짓는다. 살인죄
에서 거짓말의 죄로 계속 깊은 죄 속에 빠져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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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윗도 간음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살인죄를 범했다. “죄를 숨기면 형통치
못하리라(시편)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
느니라.
‘피’라는 말이 처음으로 성경에 나타난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
를 받으리니 네가 밭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의 자비로써 회개를 계속 권장하시나 계속 거역할 때는 형벌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13-15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뵈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찌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
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배나 받으리
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가인이라는 범죄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볼 수 있는데, 사람이
분이 나서 죄를 범하든지, 그 원인을 막론하고 그 죄에 대한 여러가지 대
가를 지니며 살아야 한다.
창세기 9: 6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 님이 자
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이니라

그리고, 가인이 하나님께 벌의 경감을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가인을 보호
하는 표를 주신다.

16-17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
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에덴 동편 놋(‘유리 방황한다’는 뜻)에 정착
하여, 도시를 건설하고 아들을 낳아 이름을 ‘에녹’(‘헌신,’ 혹은 ‘시작’이라
는 뜻)이라 하고, 동시에 그 성도 같은 이름으로 명명하였다.
인류학자는 석기시대에서 문화생활까지를 여러 수 백년을 소요했다고 하
나, 성경은 도시 문화가 아담 다음 세대에 시작되었음을 보여준다.

18-22
에녹이 이랏을 낳았고 이랏은 므후야엘을 낳았고 므후야엘은 므드사엘을 낳았
고 므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취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씰라며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하여 육
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씰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
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이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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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멕이 가인의 후손을 대표한다. 그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일부일처 혼인
제도를 무시하고, 두 아내인 아다와 씰라를 취한다
창세기 2:2 3 -2 4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의 뼈 요 살 중 의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
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 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
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 찌로다

그리고, 라멕의 세 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야발은 육축 치는 자의 조상
이 되고, 유발은 음악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이며, 세 번째인 두발가인
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

23-24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씰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
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
여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배일찐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십 칠배이리로다 하였더라
라멕이 정당 방위로 사람 둘을 죽였는데, 유대인의 전설에 의하면 라멕이
가인을 죽였다고 한다.

25-26
아담이 다시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
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의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
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
름을 불렀더라
‘셋’이란 말을 의미는 ‘약정함,’ 혹은 ‘대신함’이란 뜻인데, 아벨 대신에
셋을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자의 후손이 셋을 통해서 온다.
그리고, 셋의 아들은 에노스(mortal frailty)라 이름하였으며, 이 때에 사
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롯하고 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며, 기도한 사실을 볼 수 있다. 가인과 아벨과 같이
개인적인 만남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은 것 같다.

희생 제사가 일반화
창세기 1 2:8 거기서 벧엘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 는 벧엘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갈보리 이전
그 후 계속 희생제물을 바쳐야 했다.
레위기 1 7:1 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 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 명이 피에 있으므 로 피가 죄를 속하느
니라

짐승을 잡아 드리는 제사는 죄를 덮는 것이며, 없게 하지는 못한다.

갈보리 이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다
로마서 10: 13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 으리라
사도행전 2:2 1 누구든지 주의 이 름을 부르 는 자는 구원을 얻 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 2:3 2 누구 든지 여 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는 구원 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
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요 남은 자 중에 나 여
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 36 -

창세기43장

창세기 5 장

인구 폭발
아담이 딸과 아들들을 많이 낳았으며, 근친결혼이 불가피했다. 변이 유
전인자가 없으므로 근친결혼이 초기에는 무난했으나, 후에는 독소에 의한
유전인자의 변질로 근친결혼이 기형아 및 정신박약등의 이상을 일으킬 위
험이 있음으로 모세 때에 와서는 이를 금했다.
한 사람이 세아들과 세딸을 낳고, 부모가 80세 될 때에 자녀들이 성숙
하여 같은 수의 자녀를 가진다고 가정하면, 400년 동안 5대를 거치게 된
다. 가인의 나이도 800년 이상이며 평균 수명이 800년 이상이었므로, 한
사람의 자손을 800년 동안의 계산하면 120,000명을 초과함을 볼 수 있
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나이를 살았기 때문이다. Ussher의 년대
표에 의하면, 창조 후에서부터 홍수까지가 1656년인데, 이것을 근거로 할
때, 그 때까지의 인구를 70억(7 billion people)으로 추산한다.
사람의 기술이 고도로 발달함에 따라 철기를 사용하여 농사를 쉽게 하
므로 노동을 덜게 하고, 음악으로 마음을 즐겁게 하는 인간문화가 발달하
므로 이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섬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가인의 후손
가운데 이러한 기교가 더욱 발달하여 하나님을 더욱 반역하기에 이르렀
다.
약속의 씨
메시야를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의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
으므로 기록된 이름 이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출생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1-2
아담 자손의 계보가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
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 자손의 계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 창세기 2, 3, 4장의 내용은
아담 자신이 쓴 것으로 추정되며, 노아가 5장1절 하반부에서 6장9절 상반부
을 기록한 저자로 보인다.
가인의 후손, 라멕까지가 아담으로부터 7대손이며, 그 이후는 기록이 끊
어 졌다. 또 아담은 셋의 7대손인 에녹 때까지 살았다.

3-5
아담이 일백 삼십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
이라 하였고 아담이 셋을 낳은 후 팔백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구백
삼십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고, 그 전과 후에도 자녀들을 많이 낳았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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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930세에 죽었다. 창3:19절과 롬6:20에 ‘죄의 값은 사망이라,’
고 기록된 그대로 이루어졌다.

6-20
셋은 일백 오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팔백 칠년을 지내며 자녀
를 낳았으며 그가 구백 십이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구십세에 게난
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팔백 십오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구백
오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게난은 칠십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마할랄렐을 낳
은 후 팔백 사십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구백 십세를 향수하고 죽었
더라 마할랄렐은 육십 오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팔백 삼십년을 지
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팔백 구십오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야렛은 일백
육십이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팔백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구백 육십이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조상의 이름 출생 년대
아담
1
셋
130
에노스
235
게난
325
아할랄렐
295
야렛
460
에녹
622
므두셀라
687
라멕
874
노아
1,056

아들을 낳은
나 130
이
105
90
70
65
162
65
187
182
500

죽은 해
930
1,042
1,140
1,235
1,290
1,422
*
987
**
1,656
1,651
2,006

이름의 의미
사람
지명한 자
죽을 연약한 몸
금속세공인
하나님께 찬양
후손
헌신
죽을 때 심판
정복자
안식

*에녹이 죽지 않고 들림 받음
* * 므두셀라는 홍수가 일어나던 해에 죽음
아담은 노아의 아버지, 라멕(56세)과 함께 살았고, 노아는 아버지 라멕으
로부터 창조의 이야기와 가인과 아벨과 셋의 이야기를 잘 들었을 것이다.
노아(셋이 죽은 후, 14년만에 태어남)는 셈, 함, 야벳을 낳아 셈에게 자세
한 내용을 전달했을 것이고, 셈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았던 것이다.

이름의 의미( 앞장 도표 참조)
에녹을 제외하고 평균 수명이 912년이었다.
21-24
에녹은 육십 오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년을 하나님
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삼백 육십오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
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 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은 하나님의 선지자이다.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예언하였다.
아담과 아브라함 사이에 인물로서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이다. 또한, 에녹
은 경건치 못한 자들에게 예언자로 활약했다.
유다서 14 -1 5 아담의 칠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
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 나니 이는 뭇사람 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
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주
께 거스려 한 모든 강 퍅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 이라 하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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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라디아서 5:2 5 만일 우 리가 성 령으로 살 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고린도후서 5:7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 지 아니함이로라
히브리서 1 1:5 믿음으 로 에녹은 죽음을 보 지 않고 옮기웠으 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
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 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

엘리야와 에녹
열왕기하 2:1 1 두 사람 이 행하 며 말하 더니 홀연 히 불수 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격
하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승천하더라 .

에녹과 엘리야는 죽지 않고 하늘로 들림 받았으며, 육체가 적응할 수
있는 곳에 가 있을 가능성(요14:3, 새 예루살렘-계21:2)이 있고, 대환란
때에 두 증인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에 옆의 두 천사라고 말하는 자들도 있다.
25-27
므두셀라는 일백팔십칠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칠백팔십이년을 지
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구백육십구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므두셀라는 ‘심판’이란 뜻이다. 홍수의 심판의 특별계시를 하나님께서 에
녹에게 주셨으며, 므두셀라가 죽기까지는 홍수를 내리지 않으신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은 므두셀라를 969세까지를 살게 하신다.
베드로 후서 3:9 주 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 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 개하기에 이르기를 원
하시느니라

노아의 방주 준비
베드로 전서 3:2 0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
다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 주에서 물로 말미 암아 구원을 얻은 자
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 라

28-32
라멕은 일백 팔십이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이 노아를 낳은 후 오백 구십오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칠백 칠
십칠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노아가 오백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
라
에녹이 선지자요, 그리고 의인이라면, 라멕도 할아버지 에녹과 같이 선지
자로서 예언을 하였다. 노아의 이름의 뜻은 ‘안위’인데, 그 이름의 뜻과 같
이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안위할 것이다. 홍수 전에 예언한 자의 기록은
에녹과 라멕 밖에 없다.
에녹과 라멕은 자기 부친 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 에녹은 야렛의 사망
전 435년에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죽이지 않고 데리고 가셨고,
아버지인 므두셀라는 아들 라멕보다 5년을 더 살았다. 그러나, 가인의 후
손에서도 에녹과 라멕이라는 이름을 찾아 볼 수 있다.
악이 왕성하여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실 때부터 노아는 회개를 사람들에게 촉구했지만, 아무도 노아의 말을
듣는 자가 없었으니,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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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 때에 셈, 함, 야벳을 제외하고, 자기 친 자녀들의 죽음도 혹시 목격
했을지도 모른다. 만일 그렇다면, 자기 형제 자매들과 친척들의 죽음을 본
다는 것이 얼마나 그의 마음을 괴롭혔겠는가!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홍수가 나기 전에 이 일을 알고, 저들을 위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저들에게 많은 증거를 하였지만, 저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온 세상이 멸망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 노아의 마음의 괴로움은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불로 심판할 세상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와 같겠다고 하셨다. 실로 지금
은 죄악이 관영하고 사탄 숭배가 증가하며 마지막 때의 모든 증세가 우리
눈 앞에 보인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조심하며 깨어 있어
기도하면서,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를 전해야 할
것이다.

창세기 6 장

노아의 때
마태복음 24: 3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 셨을 때에 제자 들이 종용히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 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마태복음 24: 37 - 39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 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 집가고 있으면서 홍수
가 나서 저희를 다 멸 하기까지 깨닫지 못 하였으니 인자의 임 함도 이와 같으리라

1-2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
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
는지라
하나님의 아들들(히 - 베네 엘로힘 bene elohim)이란 사람에게서 난 것
이 아니고, 그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된 것이다. 예를 들어 아담, 그리
고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의 뜻이 있다. ‘bene elohim’
이란 말이 성경에서 3번 나온다. 욥1:6, 2:1, 38:7에서는 천사를 의미하고,
단3:25(히,바르 엘로힘, bar elohim)도 천사를 의미하며, 시29:1. 89:6(베
네 엘림, bene elim) 역시, 천사를 의미한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한 세가지 설
하나는, 셋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과, 둘째는, 타락한 천사들이 실제로
육체를 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였다는 것이며, 나머지는 타락한 천
사들의 한 그룹들이 남자의 육체에 들어온 상태, 다시 말해서 귀신 들린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여자들과 혼인하여 거인의 자녀들을 생산함과 동
시에 그들은 행위가 악하고 포학했다. 하나님 보시기에 회개의 여지가 없
는 극악의 상태이므로 그들에게 남아있는 일은 오직 멸망뿐이었다.
타락한 천사들의 말로
유다서 6- 7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 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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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 라 가다 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 울이 되었느니라
베드로후서 2:4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 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가두어 둔 천사는 지옥(타르타루스, tartarus) - 하데스(hades)보다 밑
에 있는 부분에 다른 악령들과 같이 두루 다니지 못하도록 심판 때까지
가두셨다. 악령이 사람을 취하여 그 속에서 거한다고 한다는 것은 무서운
일이다.
계시록 9:1 4 -1 5 나팔 가진 여섯 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삼분의 일을 죽이기로 예비한 자들이더라

노아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 났음으로 홍수로써 세상이 멸망 받는
일을 자초한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사탄의 활동이 노아 때와 같이 극심해질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탄숭배, 점쟁이, 점성술, 손금 보는 일, 무당
등이 있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일들이 빈번해 지며(UFO
의 출현, 유령의 출현 등), 성경의 여러 곳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에베소 6:1 2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 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에베소 2:2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 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
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 종의 아들 들 가운 데서 역사 하 는 영이라
고후 1 1: 15 그러므로 사단의 일군들도 자기를 의의 일군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큰
일이 아니라 저희의 결국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누가복음 2 1:1 1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 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3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일백 이십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홍수 전의 세상은 성령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악령에 사로잡혀서 도덕적
으로나 영적으로 성령의 감화로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였다
요한복음 16: 8 그가 와 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
리라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에서 ‘strive’(영, 스트라이브)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는데, 히브리어로는 ‘doon(둔),’ 즉‘ 심판’이란 뜻을 포함하고 있
다.
그리고,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는 뜻은, 사람이 성령의 감화를
거절하고 나니 육신의 정욕만을 추구하게 되므로 동물과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다.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멕이나 므두셀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으나 저들이 듣지 않았다. 그
리고, 120년을 통해서 노아의 증거도 저들이 받지 아니하므로 이제는 홍
수의 심판만이 남아 있었다. 오랜 세월동안 회개하도록 기다렸으나, 저들
이 돌아오지 않았다.
베드로후서 3:9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 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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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 개하기에 이르기를 원
하시느니라

4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
하여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이 용사라 고대에 유명한 사람이었더라
거인의 존재가 화석에서 증명된다. 마귀의 조절에 따르는 남자가 여인과
의 결합을 이룰 때에 거인 용사를 생산했다.
‘Nephilim(네피림)’은 ‘Nephal(네팔)’이란 동사가 어원인데, 그 뜻이 ‘타락
(fall)’이란 말이다. 가나안의 거인도 민13:33에서 명시된다. 창세기 70인
역(Septuagint)에서 'gigantes(기간테스)‘란 말로 번역하였다.
유전학에서는 변이(Mutation)와 재결합(Recombination)을 말한다.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물질 주의적인 바탕에다 악령의 조절
이 결합되니, 진실로 뱀의 후손의 씨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됨을 볼 수
있다.
계시록 2 0:1 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 운
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 기의 행 위대로 심 판 을 받고
베드로후서 2:4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 시 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
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서, 지옥은 ‘Tartarus(타르타루스)’인데, ‘Hades(하데스)’ 밑에 있다.
홍수 전에 불순종한 악령들의 심판을 암시한다.
베드로전서 3:1 9- 2 0 저가 또한 영으 로 옥에 있는 영 들에게 전파하시니라 20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 비할 동 안 하나님 이 오래 참고 기다 리실 때에 순종치 아
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
덟 명이라
계시록 2 0:1 3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 운
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 기의 행 위대로 심 판 을 받고
민수기 13: 33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 라

모세도 가나안 땅에 있는 자들에 대해 기술하기를 네피림의 후손 '아낙
(Anak)'혹은 '안나킴(Anakims)'으로 기록했다. 이들은 유명한 거인 용사이
며 패괴하고 포학했다. 하나님의 보시기에 사악한 자들이었다.

노아홍수 이전에 난폭
오늘날의 마지막 때, 곧 예수님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도 같다고 하셨
다. 그것들은, 육신적인 향락에 도취되며(눅17:27), 고도의 기술이 발달되
고(High Tech, 창4:22), 아주 물질주의적인 것(눅17:28)과 균일주의
(Uniformitarian Philosophies, 히11:7), 그리고 과도한 향락주의와 안일
주의(창4:21)가 팽배하며, 무신론적이며 하나님이 없는 생활(벧후2:5)이
성행하고, 혼인의 신성을 무시(마24:38)과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를 거절
(벧전3:19)하는 일이 있으며, 인구 폭발(창6:1, 11), 폭행의 편만(창
6:11,13), 전 사회가 부패(창6;12)하여 불법 성행위의 편만(창4:19, 6:2)
과 참람된 말과 생각이 범람(유15절)하는 것이다. 그리고 조직된 사탄의
행위(창6:1-4)가 있으며, 비정상적인 부패한 운동과 조직을 전개(창6:5,
12)하고, 급기야는 유전 조작(창6:4)에까지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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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이 노아 때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는 것을 보아서 예수 그
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함을 볼 수 있다.
5-6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
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인구의 폭발과 무질서와 난폭과 부도덕과 부정과 음란으로 가득찬 돌이킬
수 없는 인간 사회를 하나님은 ‘세상의 죄악의 관영함과 마음의 생각과 계
획이 악할 뿐이다’라고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Repented) 마
음에 근심하시었다(Grieved)’고 하셨다.
사무엘상 15: 29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 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 니
시므로 결코 변개치 않으심이니이다
사무엘상 1 5:1 1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 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좇
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 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신다. 다만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변하
신 것 같이 보인다.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태도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 그렇게 보이는 것이며,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불변이시다.

7-8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
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
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하여 구원의 순서를 읽을 수 있다.
노아도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기 때문에, 사탄의
활동으로 부패한 사회에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믿음으로 의
롭다(히11:7) 함을 입었으며, 완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의 명
령을 다 준행하였다(창6:2, 7:5, 9, 6).

노아의 방주( 성경의 증명)
구약에서,
이사야 5 4:9 이는 노 아의 홍수에 비하리로다 내가 다시는 노 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
람치 않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 이 내가 다시는 너를 노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너
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 니
에스겔 1 4:1 4 비록 노 아 다니엘 욥 이 세사람이 거기 있을 찌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
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 의 말이 니라
에스겔 14: 2 0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찌라 도 나 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 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 지리라 나 주 여호와
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역대상 1:4 라멕 노아 셈 함과 야벳
누가복음 3: 36 그 이 상은 가이난이요 그 이 상은 아박삿이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
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신약에서,
베드로전서 3: 20 그들 은 전에 노아의 날 방 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
리실 때에 순종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 에서 물로 말미암 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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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드로후서 2: 5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 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
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 으며
마태복음 24: 37 - 39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 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 집가고 있으면서 홍수
가 나서 저희를 다 멸 하기까지 깨닫지 못 하였으니 인자의 임 함도 이와 같으리라
누가복음 17: 26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 자의 때에 도 그 러하리라
히브리 11: 7 믿 음으로 노 아는 아 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 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 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 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9-10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
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노아의 사적이 6:9에서 시작된다. 노아의 세 아들은 셈, 함 그리고 야벳
인데, ‘셈’은 ‘어둡다(dark)’는 뜻이있고, 히브리어로는 ‘이름,’ 혹은 ‘유명’
이라는 말이다. ‘함’은 ‘새까맣다(black)’는 뜻이며, 히브리어의 ‘cham(참,
영 warm or hot))’은 ‘덥다,’ 혹은 ‘뜨겁다’는 의미가 있고, ‘야벳’은 ‘창대
케 하다’(창 9:27)는 말이며, 영어의 ‘fair’에 해당하고, ‘희다,’ 혹은 ‘아름
답다’는 뜻이 있다.

11-13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패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패괴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패괴(corrupt)’란 말은, 히브리어로 ‘shachath(샤차쯔)’로 ‘파괴’라는 뜻
이다. 그로 인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게 되었고, 사람의 죄악으로 그 땅
과 모든 짐승들도 저주를 받는다.

14-16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
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삼백 규빗 광이 오십 규빗 고가
삼십 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
고 상 중 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노아 방주
잣나무(gopher wood)로 방주를 지었으며, 그곳에 사용된 ‘역청(pitch)’
은 히브리어로 ‘kopher(코파, 영 coveing)’라 하는데, ‘덮는다’는 뜻이 있
고, 처음으로 속죄란 말이 나온다(attonement).
이것은 물의 심판에서 구속을 받듯이, 그리스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
로 우리들의 영혼이 죄속을 받는다는 비유이기도 하다.
방주의 크기는,(한규빗이 18인치), 장이 300규빗(450ft-150m)이며, 광
은 50규빅(75ft.-25m), 그리고 고는 30규빗(45ft.-15m) 이다. 또한 부피
는1,400,000 평방피트로, 화물기차 522대분 수용 가능한 크기이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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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의 화물기차에 240마리의 양을 실을 수 있다고 볼때, 방주에 총
125,000 마리의 양을 수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17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홍수의 히브리어는 ‘mabbul(맙벌)’이다. 시편29편10절에도 지적되어 있어,
이것은 국부적인 홍수가 아니고, 전 지구의 대홍수을 말하고 있다.

18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자부
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언약(히, 베리쓰 berith)’이란

말이 처음으로 성경에 나온다. 자세한 내

용은 창9:9-17에서 언급할 것이기에 지나갈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때에
사람들과 짐승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아에게 방주를 짓게 하신것이요 생존
자는 노아 가족 8명 뿐이었다. 하나님의 예지에 의해서 노아의 회개를 외
치는 말에 회개할자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노아 가
족 여덟 식구만 남기고 모두 멸망 시키셨다.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부친
라멕과 할아버지 므두셀라가 홍수 직전에 죽었을 것이라고 믿는자들도 있
다.

19-22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 수 한쌍씩 방주로 이끌어 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케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
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케 하라 너는 먹
을 모든 식물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식물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생물학자에 의하면 오늘날 지구상에 살고있는 포유류, 날짐승, 파충류,
그리고 양서류의 동물의 종류가 18000종으로 추산하고 있다. 그리고
화석을 통해서 멸종한 동물들을 추가 계산해보면 그수가배가 된다고
한다. 그리고 각종마다 한쌍식을 생각하면 방주에 들어간 동물의 수
가 72,000 정도가 되며 정결한 다섯 종류의 동물들을 추가 한다면 약
75.000의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갔음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리고 쾨
끼리와 다이나소아 그리고 기린 등의 큰 동물들도 수용했을것이며 또
한 그짐승들과 사람들이 먹을 약 일년분의 양식도 저장 했을것이다.
물론 백만 이상되는 곤충들은 방주 밖에서 보존 되었을 것이다.

창세기 7 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120년의 회개의 연한이 지난 후 홍수가 시작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준비한 노아는 자기 뿐만 아니라,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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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집도 구원함을 받았다.
히브리서 1 1:7 믿음으 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 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 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 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1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네가 이 세대
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노아는 자신과 가족을 구했다.
사도행전 1 6:3 1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 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각 개인이 자기의 믿음을 발동하여 스스로 방주에 들어가야 한다. 하나님
께서 노아에게 오래 전에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였으나(6:8), 때가 이르매
각자가 스스로 방주로 들어와야 한다(7:7).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과 사람
의 자유 의지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진다.

2-3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게로 취하며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케 하라
정결한 짐승은 ‘제사를 위해서 따로 취하라’는 말씀이고,
창세기 8:2 0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
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 더니

이것에 대한 관련 말씀으로, 레위기에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
별해 놓았다.
그러나, 기독교 시대는 부정하고 정결한 짐승의 구분이 없다.
사도행전 10: 9- 1 5 이 튼날 저 희가 행 하여 성 에 가까 이 갔을 그 때에 베드로가 기도하
려고 지붕에 올라 가니 시간은 제 육시더 라 시장하여 먹고 자 하매 사람이 준비할
때 비몽 사몽간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 이 내려오 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네 귀를 메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 는 것이 있는데 또 소리가 있으니 베 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 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그럴 수 없 나이다 속되고 깨 끗 치 아니한 물건을 내
가 언제든지 먹 지 아니하였삽 나이다 한 대 또 두 번 째 소리 있으되 하나님 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디모데 전서 4:4 하 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 사함 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
나니

4-5
지금부터 칠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나의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
더라
하나님깨서는 마지막 7일 전에 다시 경고하시어, 노아의 준비와 불신자들
에게 대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
한편, 이 기간은 므두셀라의 죽음을 애도하고 있는 기간이기도 할 것이
다.
이것을 뒷받침하는 다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창세기 5 0:1 0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 에 이르 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칠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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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육백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
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
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
로 들어갔더니
하나님께서 짐승을 노아에게 보내셨다.

10-12
칠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육백세 되던 해 이월 곧 그 달 십칠일이라
그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창조일부터 계산을 하면, 홍수가 시작되는 날이 1655년 1월 7일 이었다.
그러나, 추론에 의하면, 천지창조가 가을(10월)에 이루어진 것 같고, 홍수
는 11월, 혹은 12월에 시작된 것 같다.
또 다른 생각은, 모세가 정한 달수에 따른다면, 창조는 4월에 이뤄졌고,
홍수는 5월, 혹은 6월에 이뤄진 것으로 추리된다.
‘하늘의 창’은 ‘궁창 위의 물(두터운 수층)’을 말하며(창1:6-8; 2:5,
10-14; 5:5), ‘깊음의 샘’(히, 테혼 tehom)은 ‘창 아래의 깊은 수원(창
2:5)’을 말하는데, 홍수 전에는 비가 오지 아니하였으므로 물의 순환이 지
금과는 달랐다. ‘바다’는 창1:10에 언급되었고, ‘강’은 창2:10-14에서 보인
다.

13-16
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세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
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의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
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
시니라
방주에 들어갈 자들이 다 들어가자,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이시다.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멸망하나 노
아의 8가족이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를
믿어 멸망의 불의 심판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세상이 물로 덮이다.
노아 홍수의 사건은 그리스도인과 비 그리스도인을 나누는 일에 분기점
이다.
진화론자들은 땅에 묻혀 있는 화석의 나이를 보고 천지의 존재를 설명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학설은 노아홍수를 사실로 받아 들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실제로 노아홍수가 일어났다는 한 가지만 가지고도 진화론은
완전한 속임수요, 거짓이라는 것이 자명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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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홍수가 땅에 사십일을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하매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
매 천하에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십오 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
인지라 땅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
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
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일백오십일을 땅에 창일하였더라

홍수가 국부적이 아니고, 범 지구적으로 일어났 다는 이유.
창세기6-9장까지 범지구적인 홍수임을 낱말로 기록하고 있고, 홍수의
효과를 30번 이상이나 기록하고 있고, 홍수가 40일간 지구상에 내렸는데,
그와 동시에 지각이 갈라졌다는 사실은 진화론적인 지질학설 아래서는 불
가능한 일이다.
6장에서 이미 언급한대로, 히브리어로 ‘홍수’는 ‘mabbul(맙벌)’인데, 이
낱말은 전 세계적인 홍수에 쓰는 말이며, 국부적인 홍수에는 쓰지 않는
다.
또한, 44ft. 높이의 거대한 노아 방주가 동물들을 가득 싣고, 물 위에
뜨기 시작하려면 적어도 수심이 20ft.이상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일은 국
부적인 홍수로는 일어날 수 없다.
홍수가 ‘땅에 창일했다’는 말은 지구의 땅을 모두 덮었다는 뜻이며,
욥기 1 2: 15그가 물을 그치게 하신즉 곧 마르고 물을 내 신즉 곧 땅을 뒤덮나니

국부적인 홍수라면 ‘방주가 물 위에 다녔다’란 말이 맞지 않는다.
그리고, 물이 높은 산을 다 덮었으며, 물이 창일할 뿐만 아니라, 땅의
높은 곳을 모두 다 덮었다.
천하에 높은 산들이 물로 다 덮혔다. 아라랏 산의 가장 높은 봉우리가
17,000 ft.이다. 15규빗(22ft.=7미터)이 높은 산봉우리 보다 수위가 더 높
다. 에베레스트산, 그리고 멕킨리산 등은 현재의 높은 산들이다.
사슴이나 공중의 새가 생존할 수 없는 것은 국부의 홍수로는 불가능하
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죽었으며, 사람, 동물 호흡이 있어 땅에서 기
식하는 모든 생물, 심지어는 식물까지도 모두 죽었다. 그러나, 현재의 사
람들은 노아의 후손이요, 현재의 짐승들은 노아 방주에 들어갔던 짐승들
에게서 났다.
국부 홍수는 150일간이나 지속될 수 없다.
물이 줄어 방주가 아라랏산의 높은 곳에 정착한 후, 2.5개월이나 지난 뒤
에 다른 산 봉우리가 보였다. 물이 줄어들기 시작한 후, 4개월이 지나가고
비둘기를 내어 보냈지만, 마른땅을 찾지 못했다.
일년이 지나서, 비로소 노아와 그의 식구들과 짐승들이 방주에서 나왔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복음을 믿는 신자들도
터무니없는 말을 하는 진화론자의 노아홍수 부인에 풀이 죽어, 하나님의
창조를 담대히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주저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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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범세계적인 홍수임을 증 명 .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창8:21; 9:11, 15)
고 하셨고, 신약에서 ‘kataklusmos'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영, cataclysm)
범세계적 홍수를 말했다.
홍수 후에, 4계절이 생기고, 비가 오며, 무지개를 볼 수 있고, 또한 사
람과 짐승 사이에 적대시하는 관계가 초래되고, 홍수 후에, 사람의 수명
이 즉시로 짧아졌다.
후에 성경 기자가 범세계적인 홍수를 기록한다(욥12:15; 시편29:10; 벧
전3:20 벧후2:5; 히11:7).
예수그리스도께서 범세계적인 홍수를 역사적인 사실로 인정하셨고, 지
상재림의 증세를 노아홍수에 비유하셨다(눅17:26, 27).
홍수 후에
지각의 급작스런 변화를 보아서 진화론적인 오랜 시일을 통해서 생긴
현상이 아니고, 대홍수의 위력에 의해서 땅의 대폭 변화와 바위와 흙의
이동과 침전으로 이루어진 지각표면 및 동물과 식물의 화석현상을 보면
지구표면에 침전한 평균 두께가 1마일이며 침전속도가 5분마다 1인치 두
께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전 지구의 지각이 형성되는데는 약
220일을 필요로 했다.
화석형성의 현상을 보면, 화석이 빠른 시일 안에 형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화석형성은 급속히 묻혀져서 화석을 이루는 석화현상이 없으면 부
패하거나 짐승들에 의해서 제거된다.
침전과정을 보나 그 침전물에 형성된 화석과 침전 내용물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종류의 돌들이 침전되어 있는 것을 보아서 수 십억년을 요하는
진화론적 지질학적 변화가 아닌 것을 보게 되며, 또한 동물의 화석도 보
면 동물들의 타박상에 의한 골절을 가진 동물들이 떼죽음을 한 증세라든
지, 그리고 산, 계곡, 강물에 의해서 새로 생긴 땅을 지질학적으로 연구해
보면, 천재지변의 대변화를 통해서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지질학자나 창조과학자들은 지구 전체의 격변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이 격변은 다름 아닌 대홍수에 기인한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창세기 8 장

1-2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권념하사 바람
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
늘에서 비가 그치매
홍수가 150일 동안 창일한후에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베드로후서 2:6) 그리고 죽은 생물들과 그의 남은 부분들이 침체하거나
물위에 부동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떵윙의 기는 생물들과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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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멸하시고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있는 들짐숭과 육축을 권념 하사”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잊지 않으셨지만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생활을 하
도록 준비하셨다.
하나님께서 취하신 것이 3가지 있는데, 바람을 땅위에 불게 하시고, 깊음
의 샘을 막으시며, 마지막으로 하늘의 창을 닫으신 것이다.
“바람으로 땅위에 불게하시매” 바람을 ruach이라고 하는데 본문에뜻에
따라 성령이 될 수도 있고 바람도 될 수있다. 여기서는 바람이라고 대부분
의 성경학자들이 해석한다. 전에도 지적한바와 같이 지구전체의 온도가 일
정할때에는 강한 바람을 방지한다 그러나 홍수로 인하여 수기층의 천개가
사라진 후에는 적도와 지구의 양극의 극심한 온도의차로 말미암아 공기의
급작스런 대이동이 있게 되었다.

여기에 첨가하여 지구의 자전이 더욱 합

병증을 일으키게 되어 지금과 같은 기류의 흐름이 시작된 것이다.
처음에는 온 세상이 물로 덮여있어서 바닷가도 없고 산도 없고 하여 심
한 강풍이 불어 큰 물결을 일으키고 강한 해류의 흐름이 있었을 것이다.
특히 적도 지역의 바다물의 증발의 양이 아주 많았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으로 물로부터 땅이 솟아 오르고 지형의 구조 변화가 갑자
기 일으났다. 땅에서 바다로 쏟아지는 물을 대양이 받아 받의 바탕이 깊어
지고 범위가 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말씀이 시편 104:6-9절에 잘 나와 있다.
옷으로 덮음같이 땅을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위에 섰더니 주의
첫 5절은 창조를 말씀하시나 6절에서 9절 까지는 홍수를 말씀 하시고
계신다.

홍수로 인하여 지하수의 모인곳이 터져 나오고 떵속의 용암들

이 흘러나와 지하수를 뜨겁게 가열하며 거대한 열 에너지가 지하에서
물과 함께 나올때에 높은 산들이 무너지고 낮은곳들이 솟아 오르고 지
각이 아주 물안전한 상태에 이르게 되어 많은 침체물이 바다로 들어가
서 홍수 이전의 지형이 대대적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3-4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일백오십일 후에 감하고 칠월 곧 그 달
십칠일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홍수의 초기에 화산으로 말미암아 생긴 산중의 하나가 아라랏 산이였다.
지금 알미니아에 있는 북쪽 지역의 다른 산들과 유사하다. 해발 17,000
피트의 아라랏 산을 위시하여 아라랏 지역의 산들은 화산의 용암으로형성
되어 있으며 물아래의 산뿌리도 용암으로 되어 있으며 침전된 물지을 보면
바다의 생들이 화석으로 형성된 것을 볼수있다.
150일 후에 물이 물러간후 노아 방주가 이산에 안착했음이 분명하다. 그
러나 다른 산들에 낱착 했다는 설도있다. 이락, 세일론, 인도그리고 다른곳
들도 나열하고 있다.
노아 방주가 이산에 안착한 날이 유대인 달력에 따라, 7월 17일 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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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유대인의 달력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만에 살아나
신 날이 7월 17일로 기록되어 있다. 유대 달력의 7월이 종교적인 달력으
로 정월인 것이다.
‘아라랏산에 머물렀다’는 말에서 ‘머물렀다’가 'rest'이다. 이것은 창2:2-3
에 나오는 ‘쉬셨다’(rest)와 같은 말이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일을 제6일까지 하시고 제7일은 쉬셨다. 그리고 방주
가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면, 방주의 사명이 끝날 때, 예수님도 그의 구원의
사역을 끝내시고 쉬실 것이다.
요한복음 19: 30 예수께서 신 포도즈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
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5-12
물이 점점 감하여 시월 곧 그달 일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사십일을 지
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
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족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
로 받아들이고 또 칠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놓으매 저녁 때
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
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칠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으매 다시
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노아는 방주에서 모두 371일 동안 기거하였다. 그로부터 2달 반 후에 다
른 산봉우리를 보았고, 40일 후에 까마귀를 내어 보냈고(264일째), 7일 후
에 비둘기를 내어 보냈다(271일째). 또 7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어 보내
니(278일째),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들어 왔다. 또 7일 후, 즉 285일째
되는 때에 비둘기를 다시 내어 보내니 돌아오지 않았다.

13-14
육백일년 정월 곧 그 달 일일에 지면에 물이 걷힌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
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걷혔더니 이월 이십칠일에 땅이 말랐더라
29일을 더 기다려(홍수 후 314일째) 노아가 방주 뚜껑을 걷고 마른 땅을
바라보았다. 땅이 아직도 진흙 상태이므로 거처할 수 없어서, 57일을 더
기다려 홍수 후 371일 만에 방주를 떠나 새로운 땅으로 나왔다.
이 날이 둘째달의 27일이었으며, 그 때는 한달을 30일로 계산하였다. 창
7:11, 24, 8:3-4에서 추정한 것과 같이 홍수가 2월 17일에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종합하여 계산하면 방주에 거하였던 기간이 371일, 곧 정확히
53주가 된다.

새로운 세계 - 홍수 후에 생긴 물리적 변화
바다가 전보다 더 넓어 졌다(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바다로
모임). 육지의 면적이 홍수 전보다 적어졌다. 사람이 거처할 수 있는 장소
가 줄어 들었다는 의미이다. 거기에다 따뜻한 증기층이 없어지고, 강한
온도의 차가 나타나 남,북극이 얼음으로 쌓이게 되고, 사람이 거처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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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게 되었다
산악 지대가 홍수 후에 더욱 높아지고 거친 장소가 되어서, 사람의 거
처가 부적당하게 되었고, 바람과 폭풍, 그리고 비와 눈이 내려 사람이나
동물에게 서식하는데 부적당한 곳이 많아 졌다.
수기층이 극도로 감소하여, 우주로부터 우주 방사선이 들어와 사람에
게 영향을 미치므로 인간 수명이 짧아 졌고, 거대한 빙하, 강들, 그리고
호수들이 한동안 존재함으로 세계가 건조하게 되었다.
지하 수원지의 붕괴와 홍수 이후의 산의 돌출로 인해서 거대한 지질학
적 지형 균형유지의 움직임이 생기게 되었고, 이것이 지각의 불안정을 가
져와서 지진과 화산 폭발이 여러 세기를 통해서 일어났고, 오늘날도 계속
되고 있는 것이다.
땅은 식물이 없어 벌거벗은 상태이며, 묻혀 있는 씨가 다시금 싹이 틀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지구의 자전이 홍수전 보다 1.5% 더 빨라져 일년이 360일이던 것이
365일로 변했다.

홍수후의 지면의 현상과 화석 형성
땅위에 흩어져 있는 동물과 사람의 썩어 가는 시체와 뼈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홍수 이전에 바다 밑에 침전한 부분이 솟아 올라와서 육지를 이뤘기 때
문에, 육지 표면 아래에 침전한 물질들이 묻혀 있는 것이다.
급속히 물에 녹은 시멘트가 이 침전된 물체에 응고되어, 화석층을 이룬
바윗돌로 세계 각처에서 발굴되고 있다.
바다 밑에 있는 단순한 무척추 해족들이 육지 산꼭대기의 고도로 발달
한 척추 동물과 함께 발견되고 있음은 지각의 급변으로 인해서 바다 밑층
이 돌출하여 육지의 높은 곳으로 이동한 사실을 증명한다.
첫째, 자연적 서식의 양상을 가진 생물체들이 생태학적으로 같은 무리
의 동물들과 함께 높은 곳으로 옮겨진 현상의 화석.
둘째, 홍수가 일어날 때에 그 위험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화석을 이룬
현상
셋째, 물역학의 힘을 저항하다가 멀리 옮겨져서 천천히 가라앉은 현상.
넷째, 같은 무리의 동물들이 한 지역에 몰려 죽은 현상, 그리고 다른
종류의 무리가 더욱 크고 고도로 발달한 동물들과 함께 묻힌 화석으로 발
견되는 것
다섯째, 하나님의 창조와 홍수를 부인하는 진화론은 단순형에서 오랜
시일, 수 백억년(geological ages)을 통해서 복잡한 형태로 변해 간다는
것을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설명하는 지질학적 종렬(geological
column)의 화석이 발견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
연대적으로 죽은 동물들의 화석이 발견된다는 것은, 죽음을 말하는 것
으로, 진화의 과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죄에 대한 심판을 말해 주는 것
15-19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자부들

- 52 -

창세기43장
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 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자부들과 함께 나왔고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라

육축과
번성하
땅위의
나왔더

일년 하고도 십칠일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온집은
방주로 들어가라”(창세기 7:1)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노아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
들과 네 자부들로 더불어 방주에서 나오고” 라고 명하셨다. 이말씀은 서로
반대되는 말씀이 아니고 서로 보완되는 말씀이다.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기억케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권면인 방주로 오라(창7:1),

는 말씀은 “예수께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란 말씀과 흡사
하다.
마태 1 1:2 8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방주에서 나와 세상으로 가라
마가 1 6: 15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 하에 다 니며 만민 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노아 방주는 양 우리와 같다.
요한 10: 9 내가 문이니 누구든 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 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
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노아의 8식구가 세상에 아담의 자손으로 다시 퍼진다.
창세기 9:1 9 노아의 이 세 아들로 좇아 백성이 온 땅에 퍼 지니라

아라랏 산에서 시작하여 동으로는 아시아, 서는 유럽, 남으로는 아프리카,
그리고 베링해협을 넘어서 아메리카로, 말레지아해협을 넘어서 뉴질랜드
및 오스트레일리아, 이러한 지역은 빙하시대에 바다의 수위가 아주 낮고
물은 대부분 얼음으로 저장되고 있었다. 현대 컴퓨터로 계산을 해보면, 지
구의 중심 지역이 아라랏산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라고 한다.
사람과 동물들은 먹이를 따라 흩어지며, 지역과 음식과 생활 양상과 환경
에 따라 유전의 변화를 일으켜서, 같은 종이지만 조금씩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완전히 다른 종으로 바뀌지는 않는다. 그리하
여 사람도 각 종류의 사람이 있고, 짐승도, 예를 들어 치와와 및 세퍼트
등, 많은 종류의 개를 볼 수 있다.
홍수 후에 급작스런 기후변화로 빙하시대를 맞아, 큰 동물들, 예를 들어
공룡과 같은 동물은 잘 적응치 못하여 점차적으로 자연도태된 것이다.
빙하는 북유럽 및 북아메리카의 삼분의 일 지역을 다 덮었고, 여러 수 백
년 혹은 수 천년을 지내오면서 지구에 있는 여러 동물들에게 큰 영향을 주
었다.

알라스카의 이야기
알래스카의 글래시어즈(빙하) 만(Glaciers Bay)에 가보면, 거대한 산과
산 사이에 바다가 이뤄져서 대양으로 연결되는데, 이것은 멀지 않은 과거
의 빙하였다고 한다. 이것이 녹아서 아름다운 계곡의 바다(Fijord)를 이루
고 있다. 지금도 지각은 움직이고 있으며, 바다 쪽으로 땅이 계속 돌출하
고 있어 50년전에 바닷가에 지은 집이 서서히 움직이는 땅의 융기로 100
에이커 이상의 욱지가 바다에서 나와 큰땅을 소유 하게된 사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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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현상은 지금도 빙하가 녹고 있어서 녹은 자리에서 노아 시대
의 바위 및 흙(bed rock)이 노출되고 있는데, 불과 15년 내지 30년 안에
이끼가 먼저 자라고, 다음은 특수한 잡초가 자란 다음, 올더(alder) 나무
가 먼저 서식하고, 다음은 스프루스(spruce), 그리고 헴락(hemlock)의 순
서로 식물의 번식이 차례로 이루어져, 이것들이 삼림지대를 이룬다.

20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노아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에서 ‘단’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온
다.
노아는 아라랏 산의 어느곳에 안착 했을때 제일 먼저 행한 일이 ‘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때의 번제는 속죄제이다.

노아는 그의 가축중에서 칠분의 일을 하나님

께 제사로 바쳐 드렸다. 이것은 대단한 믿음이다.

그는 하나님께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렸다.

21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향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
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노아의 제사는 기록은 아니 되었으나 자신과 자기 가족들과 그들을 통하
여 태여날 모든 인생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곡히 구
하는 마음이 였을 것이다.
이 노아의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지구를다시는 홍수로 멸망시키
지 아니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안도를 시켰다.

이 말씀은 에덴동산에서 아

담의 불순종으로 내렸던 온세상의 죽음의 저주와 노아시대에 내렸던 온 세
상의 홍수로 인한 모든 생물이 전멸되는 심판이 있지 않겠다.
“사람의 계획하는바가 어려서부터 마음이 악함이라” 사람은 근본 부패하
여 도저히 희망이 없다는 뜻이다.
결코 홍수가 사람의 마음을 정결케 할 수는 없었다. 또한 사람의 힘으로
도 거룩하게 될수도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사람이 구원 받을수 있음
으로 오직 어린 양 예수의 보혈 이외에는 사람을 정결하게 할수 있는 다른
길이 없었다.
노아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은혜를 입어 의롭다고 인정받고, 홍수의 심판
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노아 홍수의 증거는 온 세상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지각 바윗돌의 구조나,
화석과 지구 전체의 격변으로 인한 현상 등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화
석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생물의 무덤을 말하는 것이다. 온지구의 땅 전
체가 노아 홍수의 심판을 증명하고 외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들은 마음이 부패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그신성을 자연에서 볼수있는데도
일부러 잊으려하고 있고 마음이 비툴어 져서 진화론(Evolution)이다 또 균
일론(Uniformity)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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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도 증명되지 못하여 심지어는 불신자 고고학자 까지도 영접지 않고 있
는 현실이다.

오직 볼수 있는 눈을 가진자 만이 볼 수 있다.

진화론을

믿고 있는 자들은 그 눈이 가리웠기 때문에 볼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베드로후서 3:5).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

하여오래 참으심은 모든 사람이 멸망치 않고 다 회개 하기를 원하신다”(베
드로후서 3:9)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신다.

22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
지 아니하리라
노아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에너지 근원인 해를 중심으로 자전과 공전,
밤과 낮, 그리고 4계절을 두시니, 물의 순환도 새로운 방법으로 시작되었
다.

뜨거운 해가 불을 증발케하여 다시 비로 땅을 적시고 때로는 홍수도

생기지만 국소적이며 하나님의 약속데로 세계적은 아니다.

노아홍수 이후

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형태의 기후조절을 형성하시고 땅위의 인생들과 모
든 생물들이 이에 따라 서식하고 번식하게 되었다.

홍수로 인하여 온 지

구에 산재하여 생성된 화석도 점차적으로 퇴화하여 사라질 것이다. 이모든
물계의 세상이 언젠가는 하나님이 정하신때에 하늘이 큰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베드로후서 3:10)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도 없어진다고 하셨다.(계시록 21:1-5; 22:3; 로마서 8:21). 그
러나 그때까지는 땅과 거기에서 서식하는 모든 식물과 동물들과 생명을 가
진 모든 창조물 및 사람들이 새로운 기후와 변형된 지구의 지형에 적응하
면서 생활하게 되었다.

창세기 9 장

새로운 세상

9장 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시고,
짐승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새로운 관계와 약속, 그리고 제도
를 말씀하신다.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

라”(창8:21) 그러나 하나님 께서는 더 이상 저주를 가하여 세상을 홍수로
멸망시키지 않을 것을 약속하시고 그들을 축복하시며 노아의 제사에 대한
응답으로 홍수후 노아 와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는다. 이언약은 노아시
대 뿐만아니라 수천년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이언약은 유효한 것이다.

1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
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1:26-28)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하신 말씀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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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음이라
노아 시대에는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노아에게로 왔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짐승들이 사람을 무서워 하도록 만드셨고, 모든 짐승
을 사람의 손에 붙이셨다.

동물들이 사람을 무서워 할뿐만 아니라 사람들

은 동물을 잔인하게 취급하였으며 어떤 종류들은 그의 멸종이 되었고 많은
희귀종들이 정부의 통제가 없으면 멸종에 가까운 동불들이 많이 있다.

예

룰 들어 포경선의 무차별한 사냥으로 고래가 그의 멸종에 이르렀다.

3-4
무릇 산 동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
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 채 먹지 말 것이니라
비로소 육식을 허락하셨다.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이 말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는 모르나, 기후의 변화로 단백질의 근원이 두류를 제외한 식물에는
없게 되어, 고기에서 섭취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된다.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락한 사실을 보아 채식으로 만은 영양의 불균형을
초래한 것 같다.
고기를 피채 먹는 것을 금하셨다. 피가 생명(soul or life, 히, 네페쉬,
nephesh)이라고 하셨다.
레위기 1 7:1 1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 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 명이 피에 있으므 로 피가 죄를 속하느
니라
히브리 9:2 6 그 리하면 그가 세 상을 창 조할 때부 터 자주 고 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
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 상 끝에 나타나셨느니
라

5-6
내가 반드시 너희 피 곧 너희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무릇 사람의 피를 흘
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음
이니라
사람의 피를 흘리는 죄에 대해서 그 대가를 피로 치르게 하는 법을 말씀
하시고, 이를 통치하고 공의를 세우기 위한 인간정부의 설립이 예견된다.
출애굽기 2 1:2 8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 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 을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 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 와

십계명을 어기고 살인하는 자는 돌로 쳐죽이라고 하셨다.
히브리 10: 28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 세 증인 을 인하 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
고 죽었거든

신약 시대에는,
디모데전서 4: 3- 4 혼 인을 금하고 식물을 폐하라 할 터이나 식물은 하나님이 지으 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 함으로 받을 것 이니라 하나님의 지으
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 이 없나니
사도행전 1 5:1 9- 20 그 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 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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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 상의 더 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 인 것과 피를 멀리하
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하니

예수님께서도 피에 대한 보응을 말씀하셨다.
마태 26: 52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검을 도로 집에 꽂으 라 검을 가지는 자는 다
검으로 망하느니라

그러나, 간음을 하는 여인을 잡아와서 모세의 법대로 돌로 쳐죽이려 할찌
라도(레20:10, 신22:22), 회개하는 여인을 불쌍히 여기어 용서하시는 예수
님(요8:3-11)을 우리는 볼 수 있다.
‘피를 흘리다’(히, 샤팍, shaphak)는 십자가 위에 있는 ‘그리스도’를 말한
다. 또한 ‘성령을 물붓듯 부어 주리니’(요엘 2:28)의 뜻과도 통하고, ‘제단
에 피를 뿌리는 일’을 뜻하기도 한다.
시편 2 2:1 4 나는 물같 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 그러졌 으며 내 마음은 촛밀 같
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창세기 9:7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편만하여 그 중 에 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노아 8식구로부터 시작하여 지금 50억의 인구로 팽창했는데, 이는 평균
각 가족마다 2.5의 자녀를 둔다는 통계가 나오며, 매년 0.5%의 인구 증가
율을 보인다.

무지개 언약
범 세계 홍수(mubbul)를 다시 보내지 않기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
시고, 그 표시로 무지개를 비가 온 때에 하늘에 보이신다.
8-10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
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육축과 땅
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언약’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나온다. 모세와의 언약, 이스라엘 나라와의
언약, 다윗과의 언약 등이 있다. 어떤 사람은 아담과의 언약도 있다고 주
장한다. 그 히브리 말이 베레스(berith, 언약)란 말로 표현되어 있지는 않
으나, 창3:15의 복음적인 말씀을 보아서 언약으로 간주할 수 있다.
짐승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이 보인다.
요나 4:1 1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 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
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 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 냐
마태 6:2 6 공중 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 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
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 니하냐
마태 1 0:2 9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 리온에 팔리는 것 이 아 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
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니 라

‘땅의 모든 짐승’이란 말씀에서도 범 세계적인 홍수를 엿볼 수 있다.

11-12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
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여기서도, ‘언약’이란 말씀을 사용하셨다. 9, 11, 12, 13, 15, 16, 17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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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모두

7번이나

말씀하셨다.

이것은

영구적

세대(perpetual

generation)에 세우시는 언약의 증거(히, 오스, oth)이다

13-17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
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의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
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언약의 증거(token of the covenant)로 삼으셨다.
이 무지개는 하나님의 영광스런 은혜를 나타낸다.
순수한 흰 빛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내며.(딤전 6:16), 하나님이 임재
하신 주위에는 영광의 구름으로 가득 둘러 쌓여 있다(왕상 8:10-11).
성경은 다른 곳에서도 이 무지개를 언급하고 있다.
에스겔 1: 28 그 사면 광채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
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 양이라 내가 보고 곧 엎드리어 그 말씀하시는 자의 음성
을 들으니라
계시록 4:3 앉으 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 지 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
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노아의 아들들
이 세상의 모든 족속과 언어와 나라가 모두 노아의 가족들로부터 시작
된다. 3-6종족들과 150나라들과 3,000여 언어가 생겨났다.
창세기 9장-11장 가운데서 모두 이뤄지고 있다.

18-19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비라 노
아의 이 세 아들로 좇아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의 아들은 셈, 함, 그리고 야벳인데, 이 세아들로 말미암아 유전인자
의 변이와 재결합으로 나라와 족속이 정해졌다.
특히, 함이 ‘가나안의 아버지’라고 말한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족속
의 약속한 땅에 함의 막내가 거기에서 거주하면서 악한 일을 했기 때문이
다.

20-21
노아가 농업을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
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이 때의 노아의 상태를 신약의 두 구절이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베드로전서 5:8 근신하라 깨 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 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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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소 2:2 그 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 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
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 종의 아들 들 가운 데서 역사 하 는 영이라

22-23
가나안의 아비 함이 그 아비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고하매
셈과 야벳이 옷을 취하여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비의 하
체에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 아비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이 아버지의 벗은 것을 보고 악을 행했다(24절). 그러나 다른 두형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허물을 감추었다. 성경의 뒷 부분에서 언급되지만,
그로 인한 ‘함의 저주’는 자손대대로 그 악한 행위의 대가가 치루어 진다.
가장 어린 동생이 함이고, 장남은 야벳이다(창10:21).

24
노아가 술이 깨어 그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막내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과 다른 두아들이 행한 일을 알고서, 그 세
아들에 대한 예언을 한다.

노아의 예언
아담의 타락으로 결과한 창세기의 예언이 창3:15-19에 잘 기술되어 있
고, 노아의 실패에 따른 예언이 성령의 감화로 노아에 의해 말해진다. 아
담과 노아의 유사점이 있다. 첫째, 아담과 노아에게 똑같이 ‘땅에서 번식
하고 지배하라’는 명령이 있고, 둘째는, 현재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조상
이 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셋째는, 둘 다 과일을 먹다가 범죄했다. 즉 노
아는 포도나무의 과일이고, 아담은 선악을 아는 나무의 과일이다. 결과로,
넷째, 둘 다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고, 다른 이로부터 덮힘을 받는 일을
당한다. 더 중요한 것은 다섯째, 예언은 인류에게 미치는 저주가 되고, 축
복과 궁극적인 구원의 원인이 된다.
사도행전 1 7:2 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
희의 년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하셨으니
사도행전 17: 27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 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
는 우리 각 사 람에게서 멀리 떠 나 계시지 아니하 도다

25
이에 가로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근본적으로 세 주류의 기본적 기능이 노아의 예언에 나타나 있다.
노아의 예언적인 말이 함을 향하여 시작되고 그다음은 셈이요 그다음은
야벳이다. 어린자부터 시작하여 큰자에게 이른다.

함이 아버지에 대해서

죄를 지었음으로 그후손에 대한 예언이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함의 아들
인 가나안에 대한 저주는 그의 형들인 구스, 미스라임과 붓과 함께 그의
아버지인 함의 육적이요 물질적인 기질을 유전 받는다.
함의 후손이 수메리안인, 애굽인, 에티오피아인 그리고 현재의 아시아의
족속 중에서도 얼마가 이 함 족속에 포함된다.

어떤 성경 해설자는 “형제

들의 종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 는 예언이 흑인이 노예로 팔려 이예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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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취 되었다고 말하나 그 예언의 전부가 그러한 것 만은 아니다. 함의 후
손은 대부분이 흑인이 아니다.
함의 후손인 애굽인들과 수메리아인들이 처음 고대의 두 대제국을 이룩하
였다. 그외에도 페니키아 헷 그리고 가나안 나라들을 이루었다.

현재 아

프리카 족속들과 몽고족속(중국인들과 일본인들)들 그리고 아베리칸 인디
안 그리고 남쫏의 섬사람들이 아마 그기원이 헷족속의 후손들일 것이다
함족속이 인류에 기여한 사실들을 보면
1. 바벨탑으로 인하여 인류의 언어가 달라지고 사람들이 세상의 각처

로 흩어질때 각 지역마다

2. 사람의 기본 주식의 첫 번 배양한 자들이다 예를들어 감자, 옥수수,

콩, 시어리얼 등이다. 그리

3. 그들은 건축 형태의 기본 연장 도구 자재들을 연구하고 발명한자들

이다.

4. 그들이 먼저 옥감을 만들고 깁고 짜는 기술을 발전 시켰다.
5. 의약풉과 외과 수술기술과 도구들을 고안한 자들이다.
6. 또한 기본 산수와 측량과 항해기술의 대부분의 개념을 발명한 자들

이다.

7. 상업 무역 그리고 화폐, 은행, 우편제도 등을 발전 시킨 족속들이다.
8. 종이와 잉크 그리고 물록 인쇄, 유동성 타입 그리고 필기와 소통의
이들은 진실로 인류에 기여한 바가 크다 그러나 그들은 발명은 했으나 더
이상 발전을 시키지 않고 그기서 그치며 그후에 야벳의 후손과 셈의 후손
에 의하여 그것들이 그들의 손에서 더욱 발전하여 사용되고 있다. 실제로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 다른 민족에게 종의 생활을 하고 왔던 일은 사실이
다.

함의 후손들은 이세상의 현실에 대한 일에 재능이 있고 관심이 있는

유전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결국은 지적이요 철학적인 야벳의
후손이나 종교심이 강한 셈의 후손에 의하여 주도권이 대치되고 있음을 역
사적으로 볼수있다.

26-27
또 가로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
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 기능들은, ‘셈’은 종교적이며, 신학적인 일에우수하다. 유일신 사상(유
대인, 모슬렘, 조로아스트리안 등)이 지배적이라 할수 있고, ‘야벳’은 지적
(知的)(헬라, 로마, 유럽 나중에 아메리칸)이며, 과학과 철하기 우수하며
마지막으로 ‘함’은 물질적(애굽, 페니키아, 수메리안, 동양인?, 아프리카
등)이며, 정착하는 일과, 경작하는일과, 기술적인 면이 발달하여 있다.

28-29
홍수 후에 노아가 삼백오십년을 지내었고 향년이 구백오십세에 죽었더라
노아의 조상인, 므두셀라는 969세에, 야렛은 962세에 죽었고, 노아는
950세에 죽었으나, 이것은 홍수 후 350년을 더 살은 것이다.
아브라함의 시대와 비교해 볼 때, 노아는 아브라함이 58세 될 때까지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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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또한 노아는 바벨탑 건설 후, 사람들이 흩어지는 시기까지 살았다.

창세기 10장
10 장은 세상의 나라들의 기원과 각 족속과 가족의 족보의 시작이 있다.
인류학이나 인종학,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역사를 연구 하려면
창세기 10장 에서 시작해야 한다.

1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족보(2-5)와 함의 족보(6-20)의 사람들을 보면, 고대 초기의 유
명한 사람들이 나온다. 그리고 셈의 족보가 나중에 나온다. 성경을 일목해
보면, 그리스도가 오실 족보 이외는 그 이름들이 곧 성경에서 빠진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는 족보만이 계속해서 기록됨을 볼 수 있다.

2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야벳의 7아들들이 기록되어 있다.

야벳의 자손들
1) 고멜 - 게르만(Germany)과 캄브리아(Wales)의 조상인데 , 다시 세
아들을 통하여 나뉜다.
① 아스그나스 - 독일, 덴마크, 스칸디나비아, 섹슨
② 리밧 - 파플라고니아, 칼파티안, 유럽
③ 도갈마 - 알미니안, 터키
2) 마곡(‘곡의 장소’란 뜻)
러시아(Geogia)지역을 말하는데, 흑해 주변에 있는 시티안(Scyth
-ians)민족들의 조상이다.
에스겔 38:2에 ‘메섹’과 ‘두발’의 이름이 나온다. ‘로스’라는 이름도
나
오는데 ‘로스’가 러시아가 되었다.
3) 메섹 - 모스코바(러시아 이전의 명칭이 ‘무스코비’)
4) 듀발 - 앗시리아의 기념비로 ‘티바레니’로 알려져 있다.
마곡, 메섹, 두발은 현재 러시아 사람들로 인정된다.
5) 마데 - (메데, 페르시아, 인도)메데 나라의 조상이며, 지금의 페르시아
민족의 조상이다. 그 후 아리안족을 형성하여 남쪽으로 내려가서 인도
인들로 형성되었다.
6) 야완 - 헬라의 조상이며, 네 아들이 다시 여러 나라로 나누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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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엘리사 - 헬라스가 엘리사와 같다(헬레니스 문명이 여기서 유래
됨). 이들은 싸이러스(Cyrus)에서 왔다.
② 달시스 - 스페인과 북 아프리카(Carthage) 지역이며, 이들은 페니
케아였고,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이었다.
③ 깃딤 - 사이프스, Ma-Kittim(마키팀, ‘깃딤의 땅’)이 마케도니아
의 이름으로 됨
④ 도다님 - 로다님(역대상 1:7)는 현재의 지역과 같고, 다다넬과 로
드이다.
7) 디라스 - 트라시안, 이태리의 에트라스칸

H. S. Mille r 의 연구에 의하면
마곡 : 시티안즈, 스라브, 로시아, 불가리아, 보헤미안, 폴즈, 슬로박, 크로
시안
마대 : 인도인, 이란, 메데 파사, 아프간, 커드
야완 : 헬라, 로마인, 로만스 국가들, 프란스, 스페인, 포추갈, 이탈리안
디라스 : 디라시안, 튜턴, 게르만, 동게르만과 유럽 족속, 북게르만 혹은
스칸디나비아, 그리고 서게르만, 거기에서 高게르만, 그리고 底게르만,
그리고 엥글즈, 섹슨족, 쥬트, 엥글로 색슨족, 영국사람들이 되었다. 대
부분의 미국인들이 이 계통에 속한다.
5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방언과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
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야벳 후손들은 이방 사람들로 간주되고, 야벳 후손들이 유럽 사람들로써
철학과 과학의 발전의 중심지가 된다.

6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함의 아들로, 구스, 미스라임, 붓, 그리고 가나안이 소개되고 있다.

함의 자손들
1. 구스(키쉬)는 아라비아, 에티오피아
2. 미스라임 - 애굽(애굽의 첫 왕이 메네스)
3. 붓 - 리비아, 북아프리카와 애굽의 서쪽
4. 가나안 - 가나안

7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의 다섯 아들이 나온다.
1) 스바 : 수단(쉬바 사람, 창10:7; 10:28; 25:3)
2) 하윌라 : 아라비아, 셈 족속의 같은 이름인 하윌라가 나온다(창
10:29)
3) 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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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라아마 : 아라비아
라아마의 두 아들 : 스바, 드단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두라 아내와의 사이에서 난 아이들의 이름을 스
바와 드단이라 명칭하였다.
5) 삽드가

8-9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특이한 사냥군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 같
은 특이한 사냥군이로다 하더라
니므롯은 삼촌인 노아가 특히 이름을 말하며 저주한 가나안을 본받아, 도
덕적 종교적 부패의 아비가 되었다.
함은 아버지 노아의 저주에 반항하여 아들 구스를 격동하고, 구스는 아들
니므롯을 훈련시켜서 야벳과 셈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무력으
로 정복하기 위해서 훈련을 했다. 많은 셈과 야벳 후손들도 니므롯의 영도
력 아래서 기름진 땅인 시날에 정착하고(수멜땅), 바벨에서 왕국을 이루었
다.
홍수 전에는 많은 동물들이 풍부한 식물의 양식이 있었으나, 홍수 후에는
큰 동물들이 홍수 전과 달리, 빈약한 식물 분포로 생존에 큰 어려움을 겪
게 됨에 따라, 사람들의 공동 생활에 위협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 사실은 홍수 후, 지축의 변경으로 갑자기 추운 일기인 빙하 시대가 찾
아와서 많은 땅이 얼음으로 덮인 결과, 그 얼음 속에 갑자기 얼어 죽은 맘
모스 라든가, 지금 없어진 큰 동물들을 약 200 피트 얼음을 파고 내려가
보면 사라진 동물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데서 짐작할 수 있다. 여기서, 니
므롯은 이 동물들을 사냥하는데 능란하므로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동물들 속에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으셨는데도
불구하고, 나가서 살생에 쾌감을 가지는 니므롯의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던 것이다.(창9:2). 그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옳지 못했다.

10-12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앗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
의 레센이는 큰 성이라을 건축하였으며
니므롯은 시날땅에서 바벨을 수도로 왕국울 이룬 유능한 통치자가 되었
다.
그리고, 에렉(우룩)의 위치는 바벨론에서 100마일 동남쪽에 있고, 바벨론
의 홍수의 이야기의 주인공인 길가메쉬의 고향이기도 한다. 악갓은 바벨론
의 북쪽 지역이며, 아가디안의 제국과 동의어로서, 수메리언 제국이라고도
한다. 또한, 갈레는 발굴은 되지 않았으나, 시날땅에 있으며 단1:2절에는
바벨론으로 기록된다.
니므롯이 바벨에 이어, 앗수르로 가서 니느웨, 르호보딜 레센과 갈라를
건설한다. 니느웨는 바벨론에서 약 200 마일 북쪽에 자리잡고 있다. 니느
웨가 티그리스 강위에 있는 반면,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 주변에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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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느웨는 나중에 앗시리아 왕국의 수도가 된다. 바벨론과 앗시리아는 결과
적으로 셈족에 의하여 정복된다. 함족인 니므롯은 두 왕국의 창설자가 되
며, 니느웨의 중심 도시로서 르호봇과 레센이 이뤄졌는데, 발굴에 의한
증명은 아직 없다. 갈라는 니느웨의 남쪽에 20마일 떨어진데서 발굴되고,
창설자의 이름을 따서 Nimrud(니므롯)라 명명했다.

13-14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
림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슬루힘에게서 나왔더라
13절에 나오는‘ 미스라임’은 애굽의 창시자이다. 그의 아들들인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 여기서 “임”으로 끝나는 것이 복수를 뜻하고ㅓ
있는데 고고학적인 발굴에서 발견되지 못했다. 그러나, 창세기 10장을 기
록할 무렵에는 아주 중요한 족속들로써 인정이 된듯하며 나중에 그들이 아
프리카의 서남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가주된다.
그리고, 14절의 ‘바드루심’은 애굽 북쪽 지방의 파트로스에 위치하여 있
었고 이족속이 불레셋으로 나중에 성경 역사에서 볼 수 있다. 이족속이
가슬루힘에서 나왔다. 또 다른 족속으로 갑도림은 불레셋 사람들로(아모
스 9:7;예레미야 47:4).

세상의 역사적 문헌에서는 크레데섬이 불레셋 족

속의 기원이며 불레셋 사람들을 갑돌 족속으로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 미
슬라임의 두아들은 가술루힘과 갑도림의 선조들인데 이 두족속은 항상 함
께 살면서 나중에 크레데 섬으으로 이주하여 아직도 그곳에 살고 있다. 이
족속들이 지중해 동쪽 해변으로 점점 퍼져나가 불레셋 나라를 이루게 된것
이다.

15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함의 막내 아들 가나안은 11아들과 미지수의 많은 딸들을 낳았다.
가나안의 두 아들의 이름이 먼저 기록 되었는데, 하나는 시돈으로, 페니
키아 족속이 되며, 두로 시가 건설되기 훨씬 전에 시돈이 생겼다. 그리고,
또 하나는 헷인데, 이는 헷 족속의 조상이며(창 23:10), 소아시아에서 800
년 동안 통치했고, 천년 후에 솔로몬 시대에도 강국으로 존재했다.(대하
1:17).
헷제국이 결국은 망했는데, 남은 족속들이 동으로 도망갔다. 발굴의 기록
을

보면,

헷을

Khittae로

명시되어

있고,

후에

극동에서는

캐태이

(Cathay)로 수정 기록되어 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헷 족속과 몽고인
들과의 많은 유사점을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보면, 철을 녹여
연장을 만드는 기술과 순종의 말을 종축시키고 훈련시키는 일 등에서 찾아
볼수 있다.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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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의 조상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
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처하였더라
가나안의 다른 아홉 아들들은 아래와 같이 구별, 분포되어 있다.
1. 여부스 - 예루살렘의 거민(수15:63)
2. 아모리 -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우세한 민족
3. 기르가스 - 성경에서 많이 지적되나, 발굴의 증명이 없음
4. 히위 - 시돈에서 예루살렘 가는 길에서 발굴
5. 알가 - 시리아 지역의 중심을 이루는 족속
6. 신 - 시내산, 신광야에서 거주
7. 아르왓 - 페니키아 항구도시 아르왓에서 거주
8. 스말 - 아르왓에서 6마일 남쪽에 위치, 현재는 수므라(Sumra)
9. 하맛 - 시리아의 유명한 도시로써 신약 시대에 자주 지적.
성경에서 신 족속은 가나안 족속중에 존재가 별로 없는 것 같으나 그 이
름을 따서 명명한 일이 여러차레 나온다 예를 들어 신 광야, 시내산 그리
고 신임 등이다. 이 사실은 그때 당시에 신 이란 아들의 여향이 큰 것으로
간주된다. 고대적에 족속이 이루워지는 초기에 조상을 신격화는 rudghid이
있었는데 신을 다신교에 연결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앗시리아
의 신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신이 “신”이다. 한문과 한국말에서 귀신 신
이 여기에서 유래한 것 같기도하다.

특히 가나안의 아들인 신이 유명하여

그때 당시에 가나안 땅의 넓은 지역에 신광야라는 이름을 주었을 뿐만 아
니라 가나안의 수메리안 앗시라아 나라 까지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신을 신격화하여 우르지방의 기념비에 신을 기록한 사실과 사람들간에 법
과 공의에 대한 말이 쓰여져 있다.
성경에서 극동에 있는 사람들을 “신임” 사람이라 불렀다.
이사야 49: 12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 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극동에 있는 사람들을 시님 혹은 시나에(Sinae)라 불렀다. 신의 후손들이
한 부분은 남쪽으로, 다른 한 부분은 동쪽으로 갔다고 본다. 중국인들은
자기들을 "Sino"란 말을 항상 앞에 놓아 쓰는 것을 흥미로운 사실이다.
예) 시나, 혹은 치나, 차이나 그래서 중국 일본 전쟁을 Sino-Japanese
War 이라 부르고 중국에 대한 학문을 Sinology, 그리고 Siang 등이다.
가나안의 두 아들인 헷과 신의 후예를 보면 헷은, = Khittae = Cathay
가 되고 신은 = 시님 = China - 동양인의 조상일 가능성이 있다.
이 민족들이 동북쪽으로 옮겨 중국을 이루고, 몽고족도 이루며 더욱 동쪽
으로 옮겨 한반도에서 한국민족을 이루고 베링해협의 빙하를 통해서 북,
그리고 남아메리카로 내려갔고(American Indians, 아메리칸 인디언) 또 다
른 무리들이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와서 일본나라를 이루고 또한 동남쪽으
로 내려와서 동남아 지역의 나라들과 섬들에 정착하여 오늘날과 같은 나라
들을 이룩했을 것이다. 이러한 종족적인 이주를 미루어보아 동양인들이 함
의 후손일 것이다.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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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안의 지경은 시돈에서부터 그랄을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
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방언
과 지방과 나라대로이었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
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가나안의 경계는(모세가 자기세대의 영역의 경계를 나중에 결정할때 삽입
한 것 같다) 북쪽에는 페니키아에 위치한 해변 도시인 시돈에서 남쪽은 그
랄지방까지, 곧 해변 도시인 불레셋의 가사였고 남동쪽은 사해와 그리고
네도시인 소돔과 고모라 마드마와 스보임 까지였다.

이나라들이 그때는

멸망 당하지 않아 명시되고 있다. 그리고 나사는 동북쪽의 경계로 보인다.
이영역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가나안 족속들이 퍼져나간 지역들
을 말한다.
함의 후손들에 관해서 야벳과 같이 가조고과 방언과 족속과 나라들로 구
분하여 말한 것을 보면 창세기 10장을 적어도 바벨탑 사건 이후에 기록하
여 삽입한 것으로 보인다. 그전에는 방언들이 없었고 한가지 말만 했기 때
문이다.

말이 달라 분렬을 가져오게 되고 그것이 가족단위로 구성하여 나

중에는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결국은 번창하여 나라들를 이루게 된다.

벨렉의 시대
장자인 야벳과 그동생 함의 중요한 나라들이 나열된후에 셈에 관하여는
노아의 예언(9:26)에 따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후손에게 특수한 약속을 하
신 일이 있었다.

함은 삼대까지 기록했고 야벳은 이대까지 기록했으나 셈

은 오대까지 기록했다.
셈은 언어의 혼잡으로 모두 흩어지는 바람에 그의 친척들과 접촉이 아주
끊어 졌을 것이다. 이사건이 셈의 고손자인 벨렉이 태어나기 착 직전이 엿
을 것이다.

셈 자신은 아버지가 별세할때까지 바벨에 이주하지를 않고 아

버지 곁에서 바벨 사건 후에 오랫동안 부친 노아의 별세때 까지 그의 곁에
있다가 그의 마지막 인생의 여정에는 벨렉의 가족 근처에서 살았다.
셈이 제일먼저 “모든 에벨의 조상”이란 말을 처음에 한 것과 “야베의 형”
이라고 말한 사실에 흥미가 있다.
“히브리”란 말이 “에벨”에서 유래 하였다. 아브라함도 헤브리인으로 불
리웠고(창14:13) 또 그는 에벨의 후손이다. 그리고 고고학 발굴에서 발굴
한 기념비에 “하비루” 란 말이 나오는데 이것을 이스라엘이 아니고 에벨의
후선중에 하나다.
셈은 야벳의 형이라고 말하지만 함에 관해서는 자신과 관련하여 말한곳이
없다. 아버지의 예언에 따라 야벳과 더욱 친근히 앙래 하였다.
야벳은 셈의 형이다. 노아가 첫 아들을 낳았던 것은 홍수 전 100년이었
고, 셈을 낳았을 때는 홍수 전 97년이었다.(창5:32; 11:10; 7;11).
22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앗수르와 아르박삿과 룻과 아람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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셈의 다섯 아들의 이름이 나열 되어있다. 엘람은 엘람좃속의 선조이다.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서 그리고 기념비에서 찾아 볼수있다. 엘람왕 그
돌라오멜이 연합군의 총 지도자로 아브람 시대에 가나안을 침략 했다.(창
세기 14:4-5).

고대의 도시 메소포타미아 동쪽에 위치한 수사 혹은 수산

이 그들의 수도였다.

엘람 족속은 나중에 메데(야벳의 계열인 마다이의

후소蹉躏
들이다)와 합쳤다. 그리하여 페르샤 제국을 이룩했다.
앗수르는 앗시리안의 창시자요 창세기 10:11절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니
므랏과 그의 추종자들이 앗수르의 땅을 침범하여 그기서 니느웨(나중에 수
도가 된다)를 건설하였다. 그외 많은 다른 시를 건설하였다.

결과적으로

앗시리안 사람들은 셈족의 혈통을 가진 사람들과 함(바벨론)족의 문화와
언어와 종교의 혼합을 이룬 것이다.
아르박삿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연결되는 것 이외에는 별로 특이한 점을
찾아 볼수 없고 앗수르의 아라바치티스의 지역이 아마 이 이름으로 부터
유래 했을 것이다.
룻은 요세프스 역사가에 의하면 소아시아에 있는 루디아의 조상으로 간주
된다. 유사한 이름으로 루딤(창세기10:13절)이 함의 후손에 기록 되어있
다.
다섯째 아들인 아람은 아람족의 시조이며 아람은 시리아 사람들과 동일하
다. 이 사람들이 후에 대제국을 이룩 했는데 나중에는 저희들의 언어가 고
대적 대왕국인 앗시리아 와 바벨론을 포함한 세계의 나라들의 공통어가 될
정도 였다.
져있다.

구약성경의 다니엘의 일부분과 에스라는 원래 아람말로 쓰여

그리스도 시대에 유대인들 가운데 공통 언어로 사용 되었다.

23-24
아람의 네 아들의 이름이 나열 되었으나 셈의 다른 세아들의 이름들은 기록
됭지 않았다. 아람의 자녀들이 초기에 다른 아들들의 자녀들 보다 아브라함
의 후손들과 더욱 많은 접촉이 있었던 같다. 네 아들에 대해서 특별한 기록
은 없지만 우스는 나중에 욥의 고향으로 아라비아에 있는 지역이다(욥기
1:1; 예레미야 25:20). 그리고 훌과 게델과 마스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지만 셈으로부터 모세까지 그 당시 중요한 족속으로 간주된다.
셈의 후손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르박삿 이다. 그사람에 대해서 개인적
으로 중요한 기록은 없으나 약속의 씨가 이사람을 통해서 온다. 이사람에게
많은 아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나 여기서 아들로써 셀라 한사람만 기록했
고 같은 이유로 셀라의 아들 에벨 만이 기록되어 있다. 에벨의 이름은 이미
간단하게나마 앞서 논의 된바가 있다.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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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 때에 세상이 나뉘
었음이요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셈의 후손으로 형성된 나라에 관한 사실에 대해서 이구절은 아주 흥미롭다.
에벨은 두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벨렉이요 다른 아들은 욕단이였다. 벨렉의
후손을 통해서 선택한 약속의 씨가 태어날 것이다. 그러나 욕단에 대해서는
26절에서 30절까지 잘기록 되어있다.
벨렉 - 그의 이름의 뜻이 분렬 이라는 뜻이다. 벨렉이 태어 나는 시대가 땅
에 나뉘는 시기였다. 벨렉의 직접적인 후손이 벨라스기안 이란 족속으로 알
려져있다. 이구절의 가장 적절한 해석은 이말씀은 언어와 지역적인 것에 관
하 것이며 실제로 대륙이 갈라지는 말은 아니다. 특히 5절에서 방언(언어)
에 대해서 말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니므롯은 노아의 고손자로써 에벨과 같은 세대에 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자이
다.
그러나 에벨은 셈을 통한 노아의 고손자이다. 니므롯과 에벨이 성장
한후에 바벨의 분렬이 발생한 것이 더욱 타당하게 보인다. 언어의 분렬이 일
으난 후에 벨렉이 태어났다면 그의 이름을 지을때에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
하여 지은 것이 더욱 이해하기 쉽다. 히브리 말에 “분리되다”를 palag로 말
하며 이말이 peleg으로 쓰여졌다.

26-30

.
벨렉의 형제인 욕단은 열세 아들들을 낳았으며 그들은 대부분 아라비아에 정착했다. 여기에
두두 특이한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오빌은 금으로 유명한곳이요 또한 스바는 아브라함의
아들로써 구스의 손자 이다. 이들은 모두다 아라비아에 정착하고 있다.
욕단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열 되고있지만 벨렉의 아들들의 이름들은 하나도 명시되고 있지않
다. 셈은 욕단이 살고있는 지역에 가까운 곳에 거처하고 있었다.
31
이들은 셈의 자손이라 그 족속과 방언과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의 나라들은 26개국이 기록되었고, 함의 후손들은 30개국(불레셋을 제
외 함), 그리고 야벳의 후손들의 나라들은 14개국이 기록되어, 총 나라의
수가 70개국에 이른다.
32
이들은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그 세계와 나라대로라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땅의 열국백성이 나뉘었더라
년수로 계산해 보면, 아담에서 홍수까지 1656년이다. 이 기간 동안의 내
력을 살펴 보면, 아담은 므두셀라와 같이 243년을 같이 살았고, 노아가 출
생 후 126년 만에 아담이 죽었으며, 므두셀라와 노아는 600년을 같이 살
았고 셈과는 98년을 같이 살았다.
노아는 홍수 후 350년을 더 살았고, 죽은지 2년만에 아브라함이 출생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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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셈은 홍수 전 98년에 태어나, 홍수 후 502년을 더 살았으며, 또한 셈
은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 75년을 더 살았다.
홍수 후 427년 만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다.

창세기 11 장

바벨탑
창세기 11장의 사건은 노아 홍수 만큼이나 중요하다. 하나님을 거역하
는 바벨탑의 건설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구음이 달라져서 사람들이 흩어진
다.
함의 후손인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거역하여 다신 종교의 창설
자로서 우상을 섬기며, 하늘의 성좌(The system was formalized in
zodiac, with its numerous constellation)를 이용하여 사탄을 섬기는 점
성술을 발전시켰고, 자신이 제사장 노릇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을 신격
화하여 바벨론의 주신으로 메로닥(Merodach or Marduk) 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사람들로 자신을 섬기도록 했다.
자기 아내인 세미라미스(Semiramis)도 여신으로 숭상하도록 하였으며,
갖은 더러운 음란한 제사 의식이 여기서 출발했다.
요한계시록 17장 5절을 보면,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
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 로마, 헬라, 애굽, 인도 및 많은 나라들이 이 영향을 받아
우상을 만들고 섬겼는데 다이아나 여신 등이 이에 기원한다.
1-2
온 땅의 구음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
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구음이 하나이다’는 히브리 말을 의미한다. 홍수전의 이름의 뜻과 장소들
이 히브리 언어였다.

노아의 직계들은 같은 언어를 사용 한듯하다.

그들

은 아라랏 산에서 동남쪽으로 이동하여 현대의 페르샤나 혹은 아프가니스
탄 쪽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서쪽에 위치한 기름진 평야 메소포타미야 쪽으
로와서 비로소 만족하여 그지역의 강을 한때 에덴 동산에 흘렀던 티그리스
- 유부라데스 로 명명하고 초기에는 농사에 집념하였으나 나중에는 대 도
시를 이루는 경지에 이르렀다.
3-4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돌이 흔치 않았으므로 벽돌을 구워 만들었다. 고대에 건축에 흔히 상용한
재료가 돌과 벽돌 이였다. 애굽과 앗시라 나라는 벽돌을 햇볕에 말리워서
사용했다.

바벨론이 사용했던 벽돌은 고열에 구웠기 때문에 더 강하고 오

래 지속했다.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 했다고 명시했는데 이것은 티그리스

와 유부라데 골짜기에 있었던 풍부한 아스팔트의 원료가 고인 웅덩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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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취한 골탕의 재료를 가르켜 말하는 것이다.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고대적 바벨론지역에서 불에 구운 벽돌과 아스팔트 건축의 잔재를 볼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탑을 높이 하늘에 닿게 쌓아 사탄을 경배 하고자

했다.
‘우리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제외하고, 사람을 높이려하는
인본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인데, 니므롯은 하나님을 제외한 후, 인간의 빈
마음 속에 인본주의 - 사탄 섬기는 일을 주도했던 것이다.
니므롯이 지도자 로써 주도권을 장악 했을때에 영특한 지도력 아래있는
사회가 자급 자족이 이루워 질때에 그사회는 하나님께 의존할 필요성을 더
이상 느끼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필요없다 니므롯은 바로 이것을 꿈꾸고 있
었다.
사람이 하나님과 가깝게 사귐을 가지다가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사람을 떠났을때에
사람의 마음 속에 큰 곤백이 생기게 되었다.

사람들은 이공백을 매꾸기 위하여 행하는 일이

하난미을 다시 찾기 보다 타락한 공중의 권세 잡은 많은 악영의 무리들을 초청하여 섬기기
시작했다. 악영 귀신 이것들의 두목이 루시퍼 곧 사탄인 것이다.

홍수 전에도 사탄이 사람

들의 마음과 몸을 장악하여 조정하여 왔고 홍수후에도 특히 니므롯과그의 아내 세미라미스
에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가장 악랄한 일들을 그들에게 계시해 주었다.
이것이 사람이 시작한 종교이며 이것이 점점 발전하여 범신론 그리고 점성술과 다신교의 우상숭
배가 심령술 그리고 귀신숭배 하는일로 다욱 강화된 것이다.

5-6
여호와께서 인생들의 쌓는 성과 대를 보시려고 강림하셨더라 여호와께서 가라
사대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
는 그 경영하는 일을 금지할 수 없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보통 초자연적인 일을 행치 않으시고, 인생이 자연 법칙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며 살도록 하셨지만, 홍수 전에 사탄의 궤계로 인간들
이 부패하여, 재기할 수 없는 홍수 멸망을 자청했던 일을 사탄의 신비술을
가진 니므롯의 선동에 다시금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멸망을 자처하지 않
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간섭이 필요했다.

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케 하여 그들로 서로 알아 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우리가 내려가서’에서, ‘우리’는 삼위일체의 역사를 보여 준다.(창
1:26; 3:22; 시2:2)
언어의 통일로 인생들이 한 묶음이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려는 의도를, 언
어를 다르게(혼잡케) 하시어 그들을 흩어 버리시므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중단시켰다.

그들의 언어는 달라서 서로 이해는 못하나 그들의 생각

은 아직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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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
잡케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시므로 더 이상 합력하여 탑을 쌓을수 없게
되었다. ‘바벨’이란 말은 ‘혼돈’이란 뜻이 있으며, 그 낱말의 뜻은 ‘하나님
의 대문’이란 뜻이다.
생명의 장수와 함께 인구가 급진적으로 증가하게 되었고 가족의 수도가정
마다 늘어나며 지리적인 분포도 굽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온 지
면에 흩으져 강하고 산업적이고 지혜가 있는 가족들은 자원이 풍부하고 조
건이 좋은 곳을 찾아 붕강하게 될것이며 약하고 야망이 희박한 가족들은
밀려서 먼지방으로 가서 거기서 지역사회를 이룩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이 그렇게 오랜세월이 요하는 것은 아니다.

온세상이 몇세대

를 통해서 사람이 거주하게 되는 것이다 고고학적 관ㄴ찰을 통해서 인간
문화가 온세계에 퍼진 것이 단지 수천년 안에 이루어진 것을 관찰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높은 지역을 선택하고 물의 근원을 찭
아서 비옥한 토지를 따라 가기도 하며 또한 그기서 정착하여 농사, 가축
그리고 질거릇을 만드는 법과 쇠를 다루는 법을 익혀 연장을 만들고 목축
업을 하여 고기와 우유를 생산하고 광맥을 발견하여 농구 및 칼과 창을 개
발하여 사냥을 하며 낙시도하여 고기와 생선을 식용으로 장만하고 과일과
견과를 수확하여 양식으로 저장하곤 했다.

일시적인 집을 돌로서도 짓고

또한 나무나 아니면 굴을 사용하기도 했다. 석기시대에는 돌로만든 연장을
발굴에서 볼 수 있고

그후에는 청동 시대 그리고 그후에는 철기시대를 볼

수 있다. 조그마한 마을이 큰 대도시가 이눅 증가와 함께 곧 발전됨을 볼
수 있고

동시에 그에 맞도록 건축 자료도 발명하여 건축하한 자취를 볼

수 있다.
바벨론은 언어는 물론이요 종교적인 혼잡의 중심지며 근원 이였다.

혼잡

하게 형성된 종교적 제도를 저희들이 흩어지면서 그것을 가는곳 마다 가지
고 갔다. 니므롯이 각가족 마다 우상에 제사하는 일에 책임을 지게될 남자
나 여자를 둘 것을 강조했다.

그리하여 가족마다 영적이 지도자가 있는데

이것이 고대적 우상을 섬기는 일을 각 가족마다 하게 되는 것이다.

바벨

론의 범신론은 하늘의 신들 그리고 여신들은 앗시라아, 애굽, 그리스, 인도
그리고 다른 모든 나라들이 섬기는 신들과 동일하다.

모두가 점성술의 황

도대(조디악)를 따르고 있고 이모두가 우상들인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것

엥 괸련된 모든 종교들은 한결같이 우상에 관계된 악영과 소통하고 있는
것이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저희들의 양심속에서 하나님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
으나 온 세계로 흩어지면서 모든 나라들이 하늘의 참 하나님을 어느정도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홍수때의 부패한 전통을 간직하고 있었고 또 흩

어질 때 어느정도 그것을 계속 지니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속

자에 관한 희미하게 남아있는 사실도 자기들의 현실적인 매일의 생활을 주
관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우상신에게 복을 달라고 여러가지 다른 형태의 동
물의 희생제사와 심지어는 사람희생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약속하신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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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에서 외곡 되고 있었다.

결국은 이러한 영들이 페쇄된 우주에서 점

점 ;자연속에 있는 단순한 힘들로 동일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데라의 세대
바벨탑 건설로 인해서 하나님이 언어를 다르게 하심으로 흩어진 지 약
200년의 세월이 흘렀다. 북쪽은 빙하로 덮이고, 남쪽은 사막으로 변했다
(사하라, 아라비아 등). 이 빙하와 사막은 홍수 전 수기층으로 인해서 한
때는 아름다운 초원이나 수풀을 이루고 있었을 것이다. 이 세상에 역사적
으로 큰 일이 있었을 것이나 이에 대한 언급은 없고, 오직 인생을 구하시
기 위해서 메시야를 보내시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아브라함
을 내시기 위해서, 그에 관계되는 족보들이 나온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데라이며, 홍수 후 9대째 만에 태어났다.
10-11
셈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셈은 일백세 곧 홍수 후 이 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오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셈의 후손에 대해서는 창10:1-11:9에 잘 기록되어 있으며, 아울러 함과
야벳에 관해서 홍수 후 3대를 통해서 기록했고, 셈의 후손은 홍수 후 6대
까지 기록했다.
언어의 혼동과 흩어짐이 홍수 후 4대째에 일어났고, 벨렉의 출생 직전 이
었고, 데라는 홍수 후 9대째 만에 태어났다.
셈은 데라 죽은 후에 278년을 더 살았으며, 데라가 128세 될 때까지 노
아는 살았다. 그래서 데라는 셈과 노아로부터 직접 창세기와 홍수에 대한
사건을 모두 첫번 경험자들로부터 다 들었다. 데라는 아브라함의 아버지이
다.

12-17
아르박삿은 삼십 오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사백 삼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삼십 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사백삼년
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삼십 사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
에 사백 삼십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이 구절에서 아르박삿에서 벨렉 까지의 족보가 기록 되어있다. 창 10:25
에서 “벨렉을 낳고 세상이 나뉘어 졌으며”라고 했다.

그리고 18절에서

25절에서는 벨렉에서 데라 까지의 족보가 기록 되었다.

이전체가 창세기

5:6-27절 까지의 기록과 같다.
조상들의 나이를 창세기 5장과 11에서 비교해 보면 홍수후에 조상들의
나이가 즉시로 짧아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노아는 950세(홍수이전의 사람
들과 간은 나이를 살았다).

그러나 셈은 660세 까지 살았고 아르박삿은

438세, 셀라 433세, 그리고 에벨은 464세를 향수 했다.

벨렉 이후에는

다시 나이가 급속도로 떨어졌다.
수명이 갑자기 짧아 지는 원인이 홍수가 관련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방사능을 걸러는 수기층이 모두 증발함으로 결과하는 인체에 대한 방사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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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말미암아 유전의 돌연 변이와 몸의 변화로 급속도로 수며이 단축하게
되었다.

다른 인자로서는 험한 주위 환경과 음식의 영양 실조와 근친결혼

그리고 생활의 스트레스 등이 늙는 과정에 박차를 가하여 수명이 짧아 지
는데 기여했을 것이다.
누가복음 3:36절의 족보에서 아박삿(아르박삿)과 셀라 사이에 가이난 이
라는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한 이름이 역대상 1:18절과 창세
기 10:24절의 족보에서 빠져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70인 역에도 빠져
있고 사마리아, 불가타(Vulgate)성경 그리고 다른 성경 번역에서 가이난의
이름이 모두 빠져있다. 이것은 해결되지 않은 난제로 남아있다.
여기서 종합해 보면 홍수가 일어난후 101년에 벨렉이 태어 났다. 이해에
아마 언어의 혼잡이 와서 바벨의 흩어짐이 일으났을 것이다.
홍수후에 10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감들이 태어
낳기에 바벨탑을 지을 역사를 하였겠는가? 라는 질문에서 생각해 본다면
홍수후에 셈, 함,야벳의 형제가 낳은 사람들의 기록된 수가 16명이다 여기
기록이 않된 이름도 있을 것이며 또한 그후에 또한 노아가 낳은 자녀들도
있었을 것이다. 홍수후에 일세대의 수가 적어도 32명이요 원래의 6부모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로 통계를 내어 보면 533퍼센트의 인구 증가률을 보인
다. 이러한 가상에서 2세들의 수를 계산하면 171명 가량되고 3세대는
912명 가량된다. 그리하여 종합해 보면 바벨에서 흩어질 때에 성인의 수
가모모두 1,120명 가량된다.

이것은 성경에서 기록된 노아의 아들과 그손

자들을, 기준하여 계산한 것이며 그 외에에도 출생한 자들이 있었으나 기
록되지 않은 자들을 계산하여 보면 수천명의 사람들이 되었을것으로 짐작
된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홍수의 대 심판후에 3세대에 걸쳐서 약 수
천명 정도의 사람들이 살아있는 노아와 거의 세아들인 조상으로부터 홍수
의 심판의 자세한 사건의 말을 전해듯고 하나님의 심판을 거의 몸소 경험
하다 시피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벨탑을 쌓다가 다시금 하나님
의 언어 혼잡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을 볼때에 인생이 근본 부패하여
께닫지도 못하는 짐승과 같은 불치의 죄성이 사람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수백명이 바벨탑의 건축에 수년동안 종사했을 것이다. 오늘날 고대적에
건설한 거대한 유적인 피라밋, 영구의 돌기둥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평지에
세워진 지그랏은 원래의 바벨탑을 복사한 건축임에 틀림이 없다.

건축면

에서 볼때에 고대적 사람들이 현대와 같이 기계문명이 발달하지 않았는 데
도 토목 기술과 건축의 능력이 탁월 했음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셈에서 벨렉 까지가 홍수에서 흩어진 세대로 간주 할수있다.

18-25
벨렉은 삼십 세에 르우를 낳았고 르우를 낳은 후에 이백 구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삼십 이세에 스룩을 낳았고 스룩을 낳은 후에 이백 칠년을 지
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스룩은 삼십 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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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이십 구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일백 십구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기에 기록된 계보를 도표로 표시해 보면, ‘벨렉(30세) - 르우(32세) 스룩(30세) - 나홀(29세) - 데라’를 낳았다고 할수 있다.
벨렉 이후에는 사람들의 수명이 반으로 줄었다(438, 433, 464의 나이는
벨렉의 이전 3대 조상의 수명). 벨렉은 239년을 살았고, 그 후에 두 세대
가 239, 230년으로 사람의 수명이 절반 정도로 갑자기 줄었다.
급작스럽게 사람의 수명이 줄게된 것은 바벨의 흩어지는 일이 일으날 무
렵 벨렉이 태어나기 바로 전의 일이다.
는 극도의 치명적인 경험이 아닐수 없다.

이러한 현상은 전 인류가 경험하
이것은 전 인생에게 일반적으로

홍수이전에 없었던 신체에 미치는 심한 병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가족 내지 작은 부락 단위에서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 생존

한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아주 어려운 생활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우주에서 내려오는 방사능으로 인한 유전인자의 변이가 여러 세대
를 통하여 행하여진 불가피한 근친 결혼이 더욱 유전적인 병을 악화되게
했던 것이다.

이러한 의학적 요소로 수명이 단축된 것이며 결코 진화론적

인 사상에서 여러 수백억년의 공백기간이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노아 홍수는 주전 2350년 보다 더 오래 되었다는 확실한 증거가 전혀 없
다. 이 연한은 “엇셔”의 연대 기록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이며 “엇셔”의
연대 기록의 결정은 창세기 5장과 11장에 기록된 완전한 족보에 기초를
두고 계산한 것이다. 만일 고고학자들이 연대에 관하여 연구하기를 원한다
면 성경에서 말하는 족보에 기초를 두고 결정한 “엇셔”의 연대 보다 더 이
전에 있었던 문화에 대한 것을 논해야 하는데 이것은 균일론자 적인 연대
측증 방법으로 진화론자들이 즐겨 쓰는 방법인데 특히 방사성 탄소를 이용
하는 것이며 이러한 방법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족보의 연대를 측정 비교
할수없다. 왜냐하면 이방법 자체도 현대 과학자들이 그 확실성에 대해서
심한 의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애굽이나 수메리아 그리고 어떤

고대적 나라의 문헌에서도 그때에 축소된 인류의 나이를 설명할 어떤 공백
이론 같은 것을 설명하는 증거를 전혀 찾아 볼수가 없다.
성경에서 홍수에서 데라가 출생하기 까지의 연한이 불과 222년 밖에 걸
리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진화론 자들이 인간의 진화의 과정을 수 백만년
이 지났다고 하는 것은 우수광 스런 일이다.
벨렉에서 데라 까지의 족보가 창세기 10장에서 기록되지 않고 있으나 여
기서 처음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의 이름들을 순서데로 나열 해보면 벨렉,
르우, 세룩, 나홀, 그리고 데라의 순으로 되어있고 물론 그들에게도 각각
아들딸들이 출생하였을 것으로 상상된다.

26-28
데라는 칠십 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후예는 이러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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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
비 데라보다 먼저 본토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에서 세아들을 가진 한조상 곧 노아는 셈, 함
그리고 야벳으로 시작되고 데라는 그의 세아들 아브람, 나홀 그리고 하란
으로 기록했다.

첫아들이 태어 났을 때 노아는 500세였고 데라는 70세때

첫 아들을 낳았다.

마치 데라가 일부러 그의 조상 노아와 비슷한 경로를

밟는 듯 하다.
데라는 자신이 셈으로 부터 받은 선택함을 입은 자손으로 그 사명을 자기
당대에 자기의 할 일을 성취한 것으로

27절에 기록하기를 “데라의 후예

는 이러하니라”라고 기록했다.
다음의 기록은 이삭(창25:19)은
는데

27절에서 기록한 말씀과 같은 말을 했

자신의 기록을 조상 데라서 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데라의 세 아들을

다시금 명시하고 데라는 이삭이 35세때 까지 살았다(창 11:26; 21:5), 아
브람이 데라의 장자 였고 데라가 그의 족보를 이삭에게 직접 주었을 것이
다. 특히 아버지인 데라가 말년에 우상섬기는 일에 관여한 사실(여호수아
24:2, 3)로 보아서 아브람이 하란에 있는 자기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창
12:4), 그 족보의 기록을 모두 가지고 떠났을 것이다.
아브람 이외에 데라가 두아들을 낳았는데 하나는 나홀이요 다른 아들은
하란 이였다. 이두아들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도시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창 24:10; 28:10). 나홀은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지었고(11:24).
하란은 부친이 아직 살아있을때에 그의 고향인 우르를 방문했고

아브람과

나홀이 총각일 때 하란이 먼저 결혼하여 롯을 낳고 데라보다 먼저 죽었다.
하란은 135세를 향수하고 죽었다(11:26, 28, 32)
기록되지 않고 있다.

롯의 어머니의 이름은

롯은 그의 삼촌인 아브람을 좋아하여 그를 따랐다.

29-30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 이름은 사래며 나홀의 아내 이
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비며 또 이스가의 아비더라 사래
는 잉태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나홀은 하란이 죽은 후에 그의 딸을 돌보다가 그 여자가 장성하여 여인이
되므로 그 여자와 결혼했다.
아브람은 하란의 아들 롯을 돌보았다. 유대인 전설에 하란의 다른 딸 이
스가가 사래라고 하나, 창20:12에 사라를 이복 동생이라고 한 것을 보면,
아버지 데라가 다른 여자와 결혼하여 딸 사래를 낳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래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었다.
근친 결혼이 모세때에 금지되고 있다. 그러나 초기에 근친 혼인에서 유전
의 변이 되는 위험성이 별로 없었고 근친 혼인이 이때는 흔히 있는 일이였
다.

영적인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하서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들과의 혼인

을 피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때에 사래가 아이를 갖지 못하므로 나홀이나 하란과 달리 아브람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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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 지방에서나 혹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자식을 갖지 못했다
(창22:20-24)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아들이 약속의 땅에서

태어나게 된다.

31-32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
래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
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이백 오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하란이 죽고 아브람이 혼인을 하고 난후에 즉시 데라가 갈데라 우르 지방
을 떠나기로 결정한 사실이 분명하다.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갈대아 우르는 고대적 도시로서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곳(대 도서관도 존재)인 반면에 악과 우상 숭배가 성행한 것으로
본다.
데라가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듯하다. 그러나
데라는 서쪽으로 가나안으로 가는 대신에 반쯤 순종하여 북서쪽에 위치한
메소포타미아로 갔다가 나중에 하란으로 갔다. 갈대아 우르는 유부라데 강
하류에 위치하고 있으며 페르샤 만에 연결되는 항구 도시이다.

여기서

600마일 북서쪽에 하란이 있고 그의 같은 거리 만큼 서쪽으로 가면 가나
안 땅이 나온다.

하란은 자기 아들이 살다 죽은 곳으로 무역이 풍성하고,

생활이 안정된 평안한 곳이 되어 주저 앉아 버렸을 때, 나중에 우상 종교
를 접하여 타락하게 되었고, 불행히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므로 쓰임 받지
못하고, 205세를 향수하고 그의 생애를 마쳤다.
우리는 데라와 같이 되지 않도록 자기 몸을 항상 쳐 복종시켜야 한다.
고린도전서 9: 27 내 가 내 몸을 쳐 복종하 게 함은 내가 남 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너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하셨다.
마태복음 8:2 1 -2 2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 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
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 은 자를 장사하게 하
고 너는 나를 좇으라 하시니라
창세기1 2:1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 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홀은 우르에 계속 머물렀고 롯의 여형제인 밀가와 결혼했고 그리고 아
버지 하란이 죽었을 때 남은 딸 이스가를 양육하다가 그가 장성한 여인이
되니 나홀이 이스가도 아내로 삼았다.

나중에 나홀도 가족을 거느리고 하

란에 왔던지 아니면 나홀시 근처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볼수있다
(창 22:20-24; 24:10, 15; 27:43; 28:2; 29:4), 그리하여 온가족이 다시
재회를
한 것으로 간주된다.
데라와 아브람이 우르 지방을 떠나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 여행하다가 하
란에 이르러서 아버지인 데라는 가나안 땅에 갈 의향이 없었고 하란에서
무역하며 그동네의 풍습과 동화되어 안일하게 살아가기 시작 하면서 갈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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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지방의 우상을 섬기는 일에 참여 하게 된 것이다. (여호수아 24:2, 14,
15).
여기서 데라는 그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대해서는 실제로 죽
은 자와 같은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이때는 아브람 홀로 부르셨

디.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어떤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고 할 때에

“제자 중

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
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
를 좇으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8:21-22).
데라는 장사를 치루지 않고 한 육년 더 살았다 할지라도 실제로 죽은 자
와 같았다. 그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와 같았다.

이기록은 한

때는 경건한 조상으로 성경에서 메시야가 탄생할 선조중에 하나로 기록된
데도 불구하고 그말로가 너무나도 비참하게 끝이 나게 된 것은 슬픈 사실
이다.

마찬가지로 지금도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세상의 안일과 물

질적인 것으로 인하여 방해 된다면 똑 같은 결과를 가져올 것을 엄숙히 경
고하고 계신다.
데라는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다(고린도전서 9:27) 아마 구원은 겨우 얻
었을는지는 모르나 주님께로부터 더 이상 쓸모 없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믿어면서 세상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려고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계속 받으
려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 께서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창세기 12:1).

데라

는 하나님께서 세로운 나라를 세우시는데 더 이상 지연 시키지 못했다.
데라가 만일 그의 아들 아브람과 같이 순종했더라면 그의 아들이 온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되었듯이 그의 아버지는 얼마나 더욱 큰 축복을
받을수 있었을가 하는것은 아무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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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12 장
아브 람 을 부르 심
새로운 나라( 선택된 나라)
노아 홍수이전에 사람들의 마음이 악하여 하나님을 배반하고 포악하여
난폭한 행위를 하며 우상과 사탄 섬기는 일을 서슴치 않고 항하니 사람의
마음이 극도로 악화하여 회개가 불가능한 자리에 이르렀을때에 하나님께
서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모든 인생들을 홍수로 심판하셨다. 홍수를 인
하여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중하여 하나님을 찾고 그만을
섬기며 그의 말씀에 순종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홍수후에 사람
들의 마음이 악하여 져서 하나님 없이 살아보려고 하여 바벨탑을 건설하
며 이로인하여 하늘의 천체를 우상화 하여 사탄을 섬기는 악을 행아였으
니 홍수 이후의 죄악이 홍수이전의 죄와 방불하게 되어가는 인생들의 반
역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구음을 달라지게 하여 사람들을 흩으버려 악
한일을 막으셨으나 사람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은 날로 악하여 졌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땅위에서 사라질 위험성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신교를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찬 가운데서도 참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욥, 멜기세
댁 그리고 몇 사람에게 남겨 두셨으니 저희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을 참하
나님으로 알고 그만을 섬기는 일을 자기 가족에게 그리고 그 동네에서 하
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보여주고 그를 섬겨왔다. 하나님께서는 결고 자
기를 증거하는 자를 없게 하지 않으신다(행 14:17). 인생을 창조하신지
약 20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인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실 것을 계획하시고, 셈의 후손이요 데
라의 아들인 아브람을 부르시며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명하셨을때, 지체
하지 않고 복종하였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람에게 복을 내려주
실 것과, 그의 후세가 축복을 받을 것이며 그를 통하여 나라가 세워질 것
과 또한 메시야가 그의 후손으로 오실 것과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하여 축복받을 것을 말씀하신다.
아브람을 갈데아 우르를 떠나 아버지인 데라와 함께 하란으로 갔다. 하
나님께서는 (스데반의 증거에 따르면 아브람이 아직 우르에 있을때에 명
하셨다, 행 7:2-3) 하란에서 아브람을 다시 불러 가나안 땅으로 가서 나
라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신다. 아브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 순종치 않
고오래 동안 지체한것 같이 보인다(사람이 자기 부친을 장사 지낸 후에
주를 따르겠다는 그리스도의 채망의 견지에서 볼때에, 마태 8: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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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호수아 24:2절에 보면 데라가 갈데아에 있을때에 다른 우상신을 섬
기기 시작했다. 이러한 환경이 아마 아브람과 사례를 그지방을 떠나는 일
을 재촉했을 것이다. 여하튼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다시금 부르셨다. 이때
는 아브람이 지체치 아니하고 즉시 순종했다.
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
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
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부르시는 일을 따르는 것은 쉬운일은 아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이것은 ‘죄악이 관영한 고향 땅을 떠
나라’는 것이며, 즉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다. 먼저 가족
과 친척들이 사는 고향을 떠나야하고 그리고 가라고 지시 하시는 땅도 저
주받은 함의 후손들이 흩으져 사는 사악한 곳으로 악명이 높은 곳이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것이며,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축복권과 저주권을 주시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그의 후손들인 유
대인들이 축복을 받았고 기적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보존되어 오
고 있음을 볼수있다.
땅의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여자의 후손” 이라는 약속(창 3:15)을 하셨는데

이분이 바로 예수그리스

도 곧 메시야 이며 아브람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시는 것이다. 그의
후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족속이 받을 축복을 말씀하시는
것이다.

4-9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좇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
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칠십 오세였더라 아브람이 그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
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거기서 벧엘 동편 산으
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벧엘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
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브람이 하란을 떠났을 때 그의아내와 동반했고 아브람을 75세였고 그
의 아내 사래는 10년 아래였다. 늙어가는 과정이 그때가 지금 보다는 아주
서서히 진행 되어서 사래는 원래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이요 그 아름다움이
고령에도 유지되고 있었음을 볼수 있다.

아브람의 조카 롯도 아브람과 함

께 동반 했으니 그는 일찍이 아버지인 하란을 여윈 후에 삼촌 아브람을 좋
아하여 따랐던 것이다. 그의 아버지가 삼촌의 아버지인 데라보다 먼저 죽
었다. 아브람은 그때에 많은 가축을 소유하고 사업에 성공하여 재산이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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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많은 종들을 가진 부호였다. 이모든 재산과 가축과 종들을 거느리고 가
나안 땅으로 내려갔다.
하란에서 남서쪽으로 약 400마일 가량되는 먼길을 여행했다. 희브리의
증거를 보면 히브리 11: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
며”
아브람은 대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는 알았으나 어디에서 정착할것인지
는 몰랐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것은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께서 범죄
하기 전에 아담과 동행하셨고, 그 후에 에녹, 그리고 노아에게 나타나 말
씀하신 후에 인생들의 죄로 인하여 인생에게 나타나심이 없었는데, 여기에
예수님이 도성인신(육신을 입기 전에)하시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처음 나
타나신 것이다.
요한복음 1:1 8 본래 하 나님을 본 사람 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
님이 나타내셨느니 라

아브람은 가나안의 중간 지점인 세겜에서 제단 쌓고, 하나님께 경배하였
다. 그리고, 점점 남방으로 진행하였다.
히브리 1 1: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 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
을 땅에 나갈새 갈 바 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사도행전 7:5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 진행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련이 시작되는 것이기도 하다.

하나님께

서 아브람에게 약속하신 말씀 특히 그때에 한치의 땅도 소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의 씨의 후손들이 이땅을 차지할 것이라는 약속을 믿었다.
아브람은 계속 남쪽으로 세겜의 남쪽으로 약 30마일에 위치한 벧엘 동
편의 산에 한동안 머물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경배
드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계속 남쪽으로 내려

가서 네겝을 거쳐 결국은 전 가나안 땅을 여행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
님의 약속을 믿고 갈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다. 아브람은 짐승때를 이
끌고 물과 풀을 찾아서 방랑의 생활을 한것같이 보이나 시시 각각 하나
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일용할 양식을 부족함이 없이 채워 주심을
경험하면서 약속이 지연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살았
던 것이다.
믿음의 사람 아브람에게는 이러한 하나님과 동거 동행하는 생활이 생활
화하여 믿음의 여정이 그의 생활 전부였다.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비록 약속이 우리 앞에 이뤄지지 않는다고 할지
라도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한 것을 믿
고 인내하며 믿음으로 살아야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시련을 통해서우

리들에게 인내와 순종을 가르치 시기를 원하신다. 그리하여 적은 일에
충성하는자에게 큰일도 맡기시는 것이다.

우리가 어디 있던지 어떠한

환경에서라고 그리스도의 참된 증거자가 되며 그를 그를 섬겨야 할 것이
다.

누가복음 1 6:1 0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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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 도 불의하 니라

10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아브람에게 큰 시련이 왔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가족들과 짐승들에
게 공급할 양식이 아마 충분치 못했던 같다. 어려움을 겪어 보지 않았던
아내와 조카가 불평을 했을지도 모른다.

어려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어 보는 것 얼마나 주요한지 모른다. 이러한 역경이 닥아 왔을 때 우리
의 태도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나의 생각을 따
라 사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으로 가라 네게 축복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
함은 그 땅에 기근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 물어 보지도 않고 자기 생각을
쫓아 애굽으로 내려갔다.

11-16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래더러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
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
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
하여 들인지라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의 시련과 교훈
1. 가나안 땅의 기근은 시련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나안으로 가라
내
가 축복하겠다’고 하셨다.
2.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뜻과 거시적인 세상의 영화와의 타협
1) 결과는 아내를 부도덕한 죄인들에게 몸을 더럽힐 찰라의 위험에
처하게 됨
2) 아내의 아릿다움으로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느끼어 거짓을 말함
3) 스스로 올무에 빠지게 됨
4) 아내 사래는 궁으로 들어가고, 바로 왕의 왕비로 고려됨
5) 사래로 인하여 우양 등으로 후대를 받는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마음은 편치 못함
6) 우리는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며, 세상의 부귀 영
화와 타협치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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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0
여호와께서 아브람의 아내 사래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
라 바로가 아브람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 그를 누
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
제 데려 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옮무이 빠진다는 잠언의 말씀과 같이 아브람은 애굽
사람을 두려워 하여 거짓말을 하여 자기 아내를 누이동생이라하여 일시적
으로는 속임수가 아내도 안전하게되고 애굽을 나올 때 큰 재산을 얻어 나
오게 되어 잘된듯하나 실제로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아내애대한 비굴함고
하나님께 대한 죄송함과 바로왕에게 하나님을 바로 증거하지 못하고 심한
꾸중을 듣게 된 결과를 거져오게 된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았다.
아내 사래가 왕궁에 바로의 첩으로 끌려 갔을 때 여러날을 아브람과 사래
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ㅐ를 통하여 메시야가

와야하는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바로의 집에 큰재아을 보내어 사래와 동
침함을 막으셨다. 바로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부터 온것인지를 알았
는지 알수는 없으나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경고로 께닭고 아브람을 불러서
심한 책망을 하고 애굽에서 추방을 당했다.
아브람이 비록 애굽을 나올 때 재산을 조금 얻었다 할지라도 아내와의 침
묵이 한동안 흘렀을 것이다.

솔직히 아내라고 말을 했더나라면 하나님을

증거하는 큰역사를 나타내었을지도 모를 일이였는데 사람을 두려워하여 속
임수로 가지고 타협함으로 바로의 집에 큰재앙을 내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브람의 이러한 처사는 바로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하기는커녕 하나님으
로부터 더멀리 떠나게 했을것이요 심지어는 자기의 사환들도 이사건에 대
해서 아브람을 싫어 했을 것이다.
첫재 저들이 애굽에 내려가지 말았어야 했다.

비록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왔다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매일 본
반 해주었듯이 그러한 역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보급
해 주셨을 것을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비록 아브라함이 지은 죄로 인하여 곤고한
자리에 이르렀을찌라도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 그를 구해 주셨다.
고린도전서 10: 1 2- 13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 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
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 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
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 지 아니하시고 시 험당할 즈음에 또 한 피할 길을 내사 너
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전도해야 할 불신자로부터 책망을 받을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참
된 증거자가 될 수 없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연약하여 죄를 지었거든 하물며 우리는 말할
것도 없다. 하나님은 불완전한 사람을 쓰신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람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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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의 실수는 우리들에게 큰 용기를 준다.

창세기 13 장
롯의 비극적 선택
13장은 롯이 선택한 자신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교훈을 받게
하고 있다.
1-4
아브람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 하여 남방으
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
하여 벧엘에 이르며 벧엘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
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은 하나님께 대한 죄책감과 아내애 대한 남편으로써 비굴함과 자신
이 바로왕에게 당한 이러한 굴욕감으로 인하여 제일 먼저 행한일이 벨델에
가족을 이끌고 내려가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죄의 용서를 구했다. 아브
람이 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으 이름을 불렀던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사귐
을 되 찾기를 원했다.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죄의 용서를 구
했을 때 하나이 약속하신 말씀과 같이 요한복음 1: 9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
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 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 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
실 것이요

하나님은 아브람을 용서 하시고 아름다운 사귐이 다시 회복 되었고 아브
람은 잃었던 기쁨을 되 찾았다.

5-11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
지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아브
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
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
냐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
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는고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땅과 같았더
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과 사래가 다시금 하나님과 사귐의 회복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애굽
에서의 경험은 롯과 사환들 마음속에 덕이 되지 못하는 상흔이 새겨져 있
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애굽에서 불명예스럽게 취득한 많은 짐승의 떼

로 인하여 롯의 종들과 아브람의 종들이 목축의 땅이 쫍아서 서로 다투는
일이 심각한 시점에 이르게되니 이러한 일은 주위의 가나안 사람들에게 하
나님의 사람들로써 좋은 증거가 되지 못할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친밀한 관
계에 손상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아브람은 갈라지기로 결심하였다. 하나
님의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치부 했을때에 이러한 문제를 야기 할수
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믿는자들 간에 서로 다투는 것 보다 오히려 아이

러니칼하게도 갈라지는 것이 때로는 서로에게 이로울때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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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주님의 몸으로 하나가 되어 선한 목적과 증거의 일을 하면서 그
방법의 차로 말미암아 서로 다투며 파괴 하는 것 보다 갈라져서 기쁨으로
효과있는 증거를 하는 것이 더욱 유익되다.

이것은 아브람이 해결택으로

제의 한 것이였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나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심을
확신 하였기 때문에 비록 그가 모든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가 있음에도 그는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었다.

롯은 애굽에 잠간

가있는 동안 애굽의 화려한 문화와 아름다운 호화스런 생활을 보았고 이상
적인 묵축지대를 보았다.

삼촌의 제의에 가장좋은 곳을 선택하려고 최선

을 다했을 것이다. 소돔과 고모라 지대가 강이 흐르며 수원이 많고 넓은
초원이 눈앞에 펼쳐진 평야에 다섯 도시가 흩으져 있는 아름다운 지역을
선택하였다.

현재 이 도시가 있었던 지역은 그의 황무지가 되었고 아주

더운 사막지대이나 그때는 비가 많이 내리는 지역으로 아름다운 기후를 형
성하고 있었다.

아직도 광대한 북극의 빙하지대로 인하여 알맞은 기온을

이루고 있어 성경은 말하기를 요단 평지를 10절에 “여호와의 동산” 과도
같다고 했다.

창세기 1장에서 암시하고 있는 데로 아브람이 아담의 사건

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면 롯도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 대한 그기록
을 읽었을 것이다.
롯은 메소포타미아의 아름다운 지역에서 사람들의 타락한 생활들을 보아
왔고 또한 애굽을 방문했을 때 유사한 화려한 아름다운 지역과 방탕한 생
활과 사치의 생활을 보았을 것이다. 성경에 명시하기를 애굽과도 같다고
했다.
오늘날도 성도들이 선택을 할 때에 하나님 중심한 생활보다 세상의 변영
을 위한 것이 첫째이기 때문에 유사한 선택을 하여 세상에 물들게되어 참
된 증거는 켜녕 그들과 함께 멸망의 자리에 이르는 위험한 형편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롯이 눈을 들어 본 것이 였고 한편 아브람은 돌작밭 같은 땅이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바라 보았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히브리 11:10). 그리하여 롯은 동쪽을 향하여 요
단평지로 내려갔고 아브람은 가나안의 산지로 향하여 올라갔다.

12-13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그때에 가나안 땅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지 않았고 대부분 해변을 따라 정
착하였고 에스드라엘론 평야의 북쪽지대와 요단 평지에 주로 사람들이 정
착하여 살았다. 아브람은 현제 네겝이라 불리우는 사막과 거칠은 돌산으로
구성된 지역이며 킹제임스 번역에는 단순이 남쪽으로 번역되어 있다.
롯은 죄악이 관영한 소돔시 안에서 살았던 것은 아니고. 그는 평야의 도
시에 집을 가지고 살면서 소돔 가까운 곳에 천막을 치고 소돔시의 이점을
취득하며 그들의 죄악된 생활에 동참하지는 않는 삶을 살았던 것이다. 어
늘날 그리스챤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영적인 축복도 받고 또한 세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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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적인 타협을 하면서 세상의 유익도 동시에 얻고져 하는 유사한 생활을
하고 있어 조만간에 세상이든지 아니면 영적이든지 두가지둔에 하나를 선
택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 두길을 동시에 취할 수는 없다.
나님도 세상도 동시에 소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하

롯은 처음에는 소돔을

향하여 천막을 쳤다가 즉시 그는 소돔시 안에 서주하게 되었다(창14:12).
그리고 드디어 소돔시의 사업의 지도자들의 일원으로 성문에 앉게 되었다
(창 19:1).

그리하여 결국은 그와 그의 가족들이 멸망하는 비극을 초래하

게 되었다.

Genesis 13:14-18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 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15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 내가 네 자손으로 땅의 티 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찐대 네 자손도 세리라 17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 여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18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RHKB)
롯에게는 아주 나쁜 결정이였으나 아브람에게는 아주좋은 움직임 이였다. 이제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그의 선하신 뜻데로 동행 할수 있는 기회가 왔다. 아브람이 다소 가나안에서 정착하였을때에
하나님께서 수년전에 세겜에서 나타나신것과 같이 그에게 다시금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 아브람은
어려운 교훈을 배웠고 교훈을 단단히 잘 배웠다. 이제 은혜의 하나님께서 다시한번 그땅을 아브람에게
주실 것을 약속한 것을 다시금 확인 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아마 높은 헤브론 산꼭대기 에서 사방으로
보이는 모든 땅을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히 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정복자가 마치 그영토를 밟으며
자기에게 속하게 되는 땅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그를 횡으로 종으로 걷게 하시며 주장 하기를 마치
믿음으로 취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
아브람이 그의 생전에 그땅을 실제로 자신이 취하지 못했고 역사적으로 그의 후손들이 실제로 그 땅을
소유하지 못았다. 특히 그의 아들 약속의 씨인 이삭때에도 성취되지 못했다. 현재 이스라엘이 이땅을
다시금 소유하게 되었으나 이땅을 완전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데로 차지하지는 못했고 성경데로
차지하게 되는 날이 미래의 어느날 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땅에서 만이 온전히 성취될 것이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은 이것이 영적인 의미라고 하지만 실제로 이사실이 천년왕국에서 이루워 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다시금 큰 나라를 이룩하여 그의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확인 시켰다. 오늘날 아브람의 후손은 유대인 뿐만 아니라 아랍 민족까지 합하면 진실로 그대한 숫자를
이룬다. 천년 왕국때는 땅에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맣을 것이라고 성경에 예언이
되어있다(계시록 20:8).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며 그의 약속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
동시에 신약에서 아브람의 씨가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고 있다(갈라디아 3:16) 그리고 아브람을 모든
믿는자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고 있다(로마서 4:11). 그래서 아브람은 영적인 씨를 기지고 있다.
그러므로 아브람은 육신적 영적 모두의 조상임을 의미한다. 유대나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통해서
선택한 축복받은 영원한 나라이다. 마찬가지로 모든 나라에서 진실로 믿는자들은 그리스도의 교회 를
이루어 거룩한 나라를 이룬다(벧전 3:29). 아브람은 참으로 모든 나라의 조상이 되는것이다(창세기 17:5)
놀라운 경험과 하나님께로 부터의 계시를 받은 후에 틀림없이 하나님의 계획에따라 순종하여 아브람은
그의 천막은 거두어 산에서 내려와 헤브론 근처에 있는 마므레 평지로 내려 왔을 것이다. 헤브론이란
말이 그때에 도시로써 존재하지 않았다. (민수기 13:22). 나중에 모세가 이삭의 세대를 기록할때에
헤브론이란 도시를 삽입 한것같다. 창세기에서 지적한 다른 장소의 많은 이름들도 이와 유사한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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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 있다.
마므레에서 (이름이 이 장소에 초기에 정착했던 족속인 아모리 족속의 족장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이다,창세기14:13). 아브람은 또 다른 제단을 쌓았다. 이곳이 한동안 그가 안착하여 살았다. 그는
자기의 가족들과 종들이 여기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곳으로 정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으며 아곳은 아브람에게 아주 특별한 곳이였다. 아브람은 비슷한 제단을 게셈과 벧엘에도
세웠다.
아주 훙미로운 사실은 창세기에서 지적한 장소들 - 세겜, 벧엘, 소돔, 하란 우르 그리고 여러
다른곳들이 현대 고고학 발굴에서 아브람때에 도시로써 존재하였다는 증거를 발견할 수 있고 또
창세기에서 말하는 기록데로 여러면에서 그 증거를 찾아 볼 수 있다.

아브람의 세계
이장을 끝내기 전에 아브람이 살았던 년한을 잠간 상고 하겠다. 100년 전에는 희의론 자들이
아브람은 실제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진화론자들이나 무신론비편가들은 아브람이
다만 로마의 로물루스나 리므스 같은 유대의 전설적인 영웅 이였다고 상상해왔다.
다만 현대의 고고학에 대해서 무식한 자들이 오늘날 그러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이제는 아브람을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부르신 성경적 기록을 믿던지 아니 믿던지 관계없이 아브람이란 사람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사실을 의심하는 자는 드물다. 드 시대에 세상에 대해서 창세기의 기록의 정확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세하는 자도 그의 없다. 전에 명시한 바와 같이 창세기에서 명시한 장소들이 수천년
동안 땅속에 파묻혀 있다가 요근래 발굴되어 그들의 문화가 다시금 이세상에 소리를 발하고 있다.
중요한 사실은 발굴된 고고학적 물건들이 원시적이나 혹은 반 원시적인 문화나 동물의 조상으로부터
진화한 어떤한 인간이 사용하던 유물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기록한데로 고도로 발달된 문화생활을 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아브람의 소년 시대에 우르 지방에서 살았던 사실이 성경에서 지적된바 있다. 19세기에
발굴한 사실을 보면 우르는 거대한 번성한 도시였고 또한 창세기에서 기록한데로 우상섬기는 일이 아주
성했던 곳으로 증명 되었다. 유브라데강이 이도시에 근접해있었고 이도시에 많은 운한들이 있음을 발견
되었다. 바벨론의 높은 지거랕 건물들이 대부분 차지하며 그외에도 많은 인상적은 다른 건물들의 흔적을
발구하였다. 발굴의 내용을 보면 값진 보석 그리고 아름다운 금이나 은그릇들이 많이 발굴되었다.
우르에서는 광대한 도서관의 서적들과 사업의 문서들과 다른 기록한 많은 문서들을 발견했다. 아브람의
시대 훨씬 이전에 이미 우르의 지식인들 만이 읽고 쓰고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도 그러한 일을
한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아브람이 그기 살았을때는 그이전의 번영했던 영광이 서서히 사경의 길에
접어들고 있었음을 볼수 있었다.
하란이 발굴 되었는데 실제로 이도시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이곳이 아브람의 형제의 이름을 따서
지었고 그형제는 나중에 우르 지방에서 죽었다. 그근처에 나홀 이란 지방이 있는데 이 지방도 아브람의
다른 형제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이 지방도 고고학적인 발굴이 시도된 곳이다.
아브람 시대에 애굽은 오랫동안 대재국을 이루고 있었다. 연대적으로 아브람과 정확히 비교는 할수
없으나 대부분의 보수적 학자들은 애굽의 12대 후반의 왕조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보면 큰 피라밑의 건축이 4대 왕조에 완성 되었기 때문에 아브람이 애굽에 들어갔을 때는
피라밑이 이미 건축되어 그 웅장한 자태를 보존하고 있었던 것으로 간주된다.
가나안에 있었던 도시들 세겜, 벧엘, 나중에 창세기에서 명시하고 있는 도시들 곧 살렘, 그랄 그리고
브엘세바 같은 도시들이 고고학 발굴에서 속속들이 확인되고 있다. 사실상 창세기에서 기록하고 있는
도시들이 고고학 발굴에서 모두 존재했던 사실로 증명되고 있다. 많은 상상했던 내용들이 실제로
증명되고 있음을 밝힌다. 창세기 특히 12장 이후에 나오는 사건과 지명들은 그때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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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 였음을 분명히 고고학 발굴에서 증명되고 있다. 그때에 살았던 사람들인 아브람이나 이삭이나 혹은
그당시의 사람들 만이 이사실을 기록할수 있는 것이다.
연대에 관하여는 아직도 확실치는 않다. 엇셔가 정한 연대는 창세기 11장에서 기록한 연대를
기초로하여 나중에 성경에서 명시하는 연대의 내용을 종합해서 가정하여 정한 것이며 이것은 완전하고
정확한 것으로 믿고 있다. 일반적으로 이 방법이 성경에서 영감으로 기록된 교리와 확실치는 않지만
고대적 세상의 역사를 종합하여 볼때에 엇셔의 연대 측정 방법이 가장 건전한 접근 방법이다. 마넽토,
헤롤도투스, 베로수스 그리고 그외 고대적 역사가들의 기록은 성경보다 신빙성이 없어 믿을만한 기치가
없다. 이 역사가들의 기록은 창세기보다 훨씬 후에 기록된 것이고 그내용에 있어서도 오류가 많다.
년대적인 공백이 10장에서 전혀 나타난 바가 없다.
연대 결정에 많은 설들이 있으나 대부분으 보수적이 학자들은 수정된 엇셔 연대를 받아드리고 있다.
이설은 아브람이 주전 2000녀대의 사람으로 본다. 전통적으로 엇셔 녀대는 아브람의 출생이 창조이후
1948년 아니면 주전 2056년에 태어 났다고 본다. 요근래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영접되고 있는 에드원
알 틸이라는 학자가 펼쳐논 학설에 의하면 아브람의 출생이 주전 2167년 이라고 주장한다. 이설이
옳다면 홍수는 주전 2459년에 일어난 것으로 간주되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창세기 11장의
공백기간이 더 이상 논의 될필요가 없다. 그리고 주전 2358년에 삶들의 흩어지는 일이 있었다. 만일
창세기 11장에서 공백기간을 인정 한다면 천년 이상이 첨가 되어야 하며 약 5천년의 기간으로 증가 될
것이다.
고고학 발굴이 있을때 마다 성경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더욱 증명할 따름이다. 소돔과 고무라성
그리고 그지역의 다른 도시들 또한 아브라함 시대에 얼마나 그지역이 비옥했고 많은 생산을 내였고
문화가 발달했으며 그후에 패허가 된 증거도 볼수 있고 13장의 기록은 그때의 기록과 그후 여러
수세기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다. 아브라함의 세계는 참으로 존재했었고 창세기에서
기록된 사건들이 모두가 참인 것을 증명하고 있다.

창세기 14 장
아브 라 함의 언약(1 4장 -17장)
(

부제 : 동 북 방 왕 들의 침 입 )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의 시대를 고고학적 발굴에 근거하여 살펴
보면, 가나안 땅과 시리아에서부터 시내산까지 풍요롭고도 평화한 시대
가 아브라함의 초기에 몇 년 동안 계속된 사실을 볼 수 있다. 그 후에
동북방 왕들이 동맹하여 남방의 나라들을 공격함으로 조카 롯과 재산을
모두 탈취하고, 아브라함에게도 큰 타격을 주었다. 그러므로, 여기서 하
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파괴된 듯하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이룰 것을 믿고 기근이 들었을 때와 같
이 애굽에 가서 불안하여 타협했던 일을 거울삼아 동요되지 않고 하나님
을 의지하며 그 문제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싸워 큰 승리를 거두
는 것을 볼 수 있다.
1-4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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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
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싯딤 골짜기 곧 지금 염해에 모였
더라 이들이 십이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십삼년에 배반한지라

동북방 동맹국
1. 시날 왕(바벨론 왕),
엘라살(남방 바벨론의 주된 족속),
엘람(페르시아의 원래의 민족).
고임 왕(나라들 - 바벨론의 동북방의 민족)
2. 이 때의 나라들이 현재 도시의 규모이다. 북방의 나라들이 남방을 침
입한 것은 남방의 소돔 고모라가 있는 평지에 광물질의 자원이 많아서
그것을 약탈하려고 했던 것이다.
3. 아므라벨왕은 바벨론 제국의 하무라비로 기록 되어있다. 바벨론의 대
왕이나 수년동안 그이름이 나오지 않고있다.
4. 엘람왕 그돌라오멜이 동맹국의 지도적 역할을 했다.
5. 이 왕들을 증명하기가 불가능 했고 그들의 칩입의 노정이 무역의 상거
래의 통로를 이용 하지않고 다른길로 칩입한 것을 보고 학자들은 이사
실을 상상적인 일로 생가해오다가 그지역의 발굴로 인하여 성경의 왕
들의 이름과 사건들이 모두 증명 됨으로 성경의 기록이 정확한 하나님
의 말씀임을 다시 확이하게 되었다.
6. 팔레스타인 고고학 발굴의 지도적인 인믈인 넬슨 글락 박사의 진술에
의하면
“수백년전에 주전 2100년과 100년 사이에 고도로 발전한 다른 인류
문화가 존재 했었다. 그러나 동방왕들의 침입으로 무자비하게 파괴 되
었다. 성경의 기록에 따라 시리아에 있는 아스다롯 카나임에서 시작하
여 전 요단 광야와 네겝지역과 시내반도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 까지
모든 도시와 조그만 부락까지 사삿치 발굴하여 성경이 사실임을 증명
되었다”

남방 동맹국
1. 성경의 기록을 보면 북방의 동맹극들이 여러해 동안 남방의 지금 염해
지역에 있는 왕들에게 조공을 바치도록한 사실을 볼수있다
2.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
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들이 조공바치는 것을 거부하여 반역함으로
북방왕들의 침입을 받게 되었다.
2. 싯딤 골짜기 - “싯딤”이란 “평야”란 뜻이다. 토지가 비옥하여 많은 생
산을 내었다. 그리고, 모세가 후에 염해로 불렀다. 10절에 보면 역청
이 많다고 했으며, 비투멘(암갈색의 역청)의 자원이 풍부한 곳이었다.
3. 남방 왕들이 12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13년째 그돌라오멜 왕을 배
반했다.

5-12
제 십 사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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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땅과 하사손다말에 사는 아모
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
알 왕이 나와서 싯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접전하였으니 곧 그 다섯 왕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
과 교전하였더라 싯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군사가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하는 아브람의 조
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사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후방 공격이 두려워 재기 불능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그 지역을 진멸했다.
제 십 사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동맹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
임에서 르바(‘강한자’란 뜻)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신2:20에 삼숨밈 족
속)을 쳤다. 그런데, 르바와 삼숨밈은 아낙 자손들로서 키가 크고 강한자로
서 사악한 자들이었다, 아르바 자손들이기도 했다. 수15:13에서 아르바는
헷족속의 후손으로 기록하고 있다. 헤브론에서 아브라함이 헷족속의 후손
으로부터 땅을 구입한다. 헤브론이 이전에 기리앗 아르바로 알려져 있다
(아르바 시, 창35:27 참조). 그리고 그들은 사웨 기랴다임에서 엠(‘무서운
자들’이란 뜻)족속을 쳤다.
‘아낙의 자손들’이란 말이 아주 중요한데, 홍수 전에 ‘네피림’이란 거인들
이 악령이 들린 악한 남자들이 부패한 여자들과 결합하여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들을 하므로 홍수로써 멸절되었다. 홍수 후에 하나님
을 거역하는 악령에 사로 잡힌 자들이 바벨에서 일어났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서 홍수 이전과 같이 마귀의 조절을 받는 거인들이 태어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홍수전과 같이 그 족속들을 멸
절시키라고 명하셨다.
아스다롯 가르나임에서 왕들이 르바 족속을 쳤는데, 이곳은 시리아 남방
의 두곳에 근접한 지역으로 텔 아스타라와 쉬크 사아드인데 이곳이 신약
시대에 가르나임으로 알려져 있다.
‘아스다롯’이란 말이 ‘달의 신’(Moon God)이란 말이며, 아스탈트(Astarte
- 헬라), 바벨론의 이스타(Ishtar), 그리고 가나안의 아스다롯 여신은 정욕
적인 사랑의 신으로 가나안의 비도덕적인 음란한 일의 근원이 되었다.
호리(Hurians 족, 후에 중동 족속을 이뤘다.)족속을 그 산 세일(후에 에돔
족속이 거주하게 되었다. 신2:22; 창36:20 참조)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
란까지 이르렀다. 그리고 다시 사해 서쪽에 있는 가데스로 돌아와서 그곳
에 있는 주민을 멸하고 이지역이 아말렉에게 속하게 되었다.(아말렉은 에
서의 손자).

그리고 아모리 족속의 잔여들을 진멸했다. 아모리는 그당시

가나안에서 제일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다. 그돌라오멜왕이 소돔 고모라왕
들을 집중적 공격을 하므로 많은 군사들이 역청의 구덩이에 빠지고 나머지
는 산으로 도망하므로 멸망한 나라들의 재물과 남녀들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중에 롯과 그의 가족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롯은 육신적인 생활을 하였
음에도 의인(벧후 2:8)이라 불렀다. 하나님께서 잡혀가도록 두시지 않으셨
다.

- 89 -

창세기43장

13-16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고하니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
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자더라 아브람이 그 조카의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삼백십팔인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가
신을 나누어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하고 다메섹 좌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
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또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더
라
1. 13절에 ‘히브리’란 말이 처음 나온다. 셈의 고손자인 에벨에서 유래하였
고고고학 발굴에서 ‘하비루’란 말을 사용한 것이 아브람 이후에 빈번히
나타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말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지칭한 것
같지는 않다. 계속 이동하는 유랑 민족을 일반적으로 칭했다. 이스라엘
도 애굽을 떠난 후에 유리방황 했었다. 히브리를 에벨의 후손으로 보고
있다. 그의 아들 욕단은 아라비아에 있는 많은 족속들의 조상으로 보인
다.아브람은 이스라엘 외에도 많은 다른 유랑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이
다.
어떤 사람은 히브리란 말이 ‘강(유부라데)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2. 아브라함은 사병 318인을 거느리고 아모리 족속과 동맹하여 북방 다베
셋 까지 추격하여 조카 롯과 모든 빼앗겼던 사람들과 재산을 다시 찾아
왔다. 수적으로는 미디안 135,000인들과 기드온 300인들과의 접전과 같
은 형태로써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기습공격에 성공하여 승리를 거두었
다.
3.

북방 동맹국들은 승리의 쾌감과 많은 전리품을 즐기면서 포로들을 이끌
고 완전히 무방비 상태에서 해이한 정신을 가지고 가는 도중 갑자기 아
브람의 군대로 부터 기습을받아 뜻하지 않은 공격에 모든 것을 버리고
도망하였으나 아브람의 군대는 끝까지 다메섹 북쪽 지방까지 따라가서
조카 롯과 온가족을 사로잡고 다시 돌아 왔다. 바벨론이나 엘라마이트의
기록에 이사건이 빠져있는 것은 대게 승리의 기록을 남기며 패전에서는
죽든지 아니면 노예로 끌려가므로 기록을 찾아 볼수없다.

물론 아브람

은 대승리가 자기의 능력에 달려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었음으로 자세한 전투의 내용이 기록되징 않고 있다.

17-24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파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
웨 골짜기 곧 왕곡에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람에
게 축복하여 가로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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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
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취하라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
어 맹세하노니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무론 한 실이나 신들메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찌니 그들이 그 분깃
을 취할 것이니라

멜기세덱은 누구인가?
1) 살렘 왕(평화의 왕)
2)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El Elyon)
3) 900년 후에 다윗 왕이 지적(시편 110:4)
4) 1900년 후에는 히브리 기자가 지적(히5:6, 10; 6:20; 7:1-21), 여
기서
그의 이름이 9번이나 인용
5) 멜기세덱은 육신을 입기전의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떡과 포도주를
6) 유사한 예로 하나님이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성경에서
7) 아론의 반차를 좇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사람과 하나님 사
8) 아브람이 멜기세댁에게 십일조를 바쳤다. 이것이 성경에서 십일조가
처음으로 명시된 곳이다.

가지고 온 것은 대접한다

나온다. 아브람에게 나타

이에서 중보자의 역할을

시편 11 0:1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 수로 네 발등상 되게 하
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시편 1 1 0:4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 시리라 이 르시기 를 너는 멜 기세덱의 반 차
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히브리 7: 1- 3 이 멜기세덱은 살 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 나님의 제사장이라 여 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 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 라 아브라함이 일체 십
분의 일을 그에게 나눠 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즉 첫째 의 의 왕이요 또 살렘 왕
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 도 없고 족보도 없 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9) 소돔왕이 자기들이 잃었던 물건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을 아브람
말했다. 아브람은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 애굽에서 있

었던

경

험에 의하여 이방우상 숭배자들로부터 재물을 받아 치부하는

것을

원

이 모두 다시 빼았아 왔

치 않았다.
10) 믿음과 용기 그리고 관대함과 사랑의 시험에 아브람은 합격하였다.
11) 멜기세덱은 아브람보다 크신 분이므로 아브람을 축복하였다.
아브람은 소돔 왕의 제의를 거절하고, 저들의 제물을 모두 돌려주고

여호와의 말씀
창세기 15 장
1
이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람아 두
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기에 ‘말씀’이란 말이 처음 나온다. 사람이 동물과 구별되는 큰것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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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가 생각을 표현하는 언어이다. 이 언어를 글로써 또는 말로써 표현하
여 의사를 서로 소통하고 표현한다는 것은 살아 있는 창조물의 세계에서
특이한 것이다.
수 있고

이러한 놀라운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만이 볼

이언어의 원래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며 또한 사람은 이뜻을 알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반응 하는데 있다. 사람이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기위해서 창조함을 받았고 사귐을 영위하기 위해
서는 의사 소통이 있어야한다.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없
어서는 않될 일이다.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특별한 것이
요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창조 가운데 여기에 비교할만 일이 없
다.
시편 138:2 “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을 자신의 이름보다 더 높여셨다고 했다.
여기서 말씀의 개념은 기록된 말씀 곧 성경말씀도 될수있고, 살아있는 말
씀, 곧 삼위일체 가운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볼 수 있다.
요한복음 1: 1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 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곧 하나님이 육신을 입어시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
도이며 그가 십자가에 목박혀 죽은 후에 디시 부활 하셨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계시록 1:8)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기 전에,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다.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말의 알파벹의 처음과 마지막의 글이다. 하나님께서
이말씀을 택하신 것은 쓰여진 성경이나 살아있는 말씀이 하나됨을 선언하
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주와 이세상의 모든 대화의 결론이다 란
뜻이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기전에는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셨고 이것을
“하나님의 출현” (Theophany)이라 부른다.

성경의 처음 부분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에서 이말씀은 사람의 말을 지칭한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 하는것인데 아브람에게 놀라운 약속을 선언 하셨다.
이상 가운데 ‘나는 너의 방패요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I am t hat I a m ,’ “내가 너의 필요한 모든 것이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예수께서 선언하시기를
1) 나는 빛이요
2) 나는 문이요
3)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4) 나는 세상의 참떡이요
5) 계시록 22:13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6) 계시록 22:16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7) 출애굽기 3:14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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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8) 요한복음 8:56-58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오십도 못되었
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려워 말라’고 하셨다.
이사야 8:1 2 -1 3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 하여도 너희 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
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 며 그들의 두려워 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
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 하다 하고 그로 너 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이사야 4 1:1 0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 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또, 하나님은 더욱 친근하게, ‘너의 방패요’라고 하시고,
에베소서 6: 1 6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 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
전을 소멸하고
에베소서 6: 10 - 11 종말로 너 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 력 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
의 궤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 으 라

이어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는, 반복적 강조형을 사용하셨다.
2-3
아브람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
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
를 아니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람이 하나님께 불평하기를, ‘나는 무자합니다,’ 그러니 ‘상속자는 다
메섹 엘리에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4-5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네 몸
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
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
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는,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후사가 되리라’
하셨고, 이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뭇 별과 같이 번창하겠다(영적 후손)’는
약속을 주셨다.
6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상황에서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
셨다.
이것은 선행이 아니고,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다. ‘의롭다’란 말이 처
음으로 나온다(칭의, Imputed,

히, 챠샤드, Chashad).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완전히 의롭다 하심을 얻고, 죄인이 믿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귐이 가능하다.
노아의 경우는 의롭다 하시기 전, 은혜가 선행했고, 아브람의 경우는 의
롭다 하시기 전, 믿음이 선행했다. 이것들은 하나님의 절대권과 사람의 책
임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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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베소서 2: 8- 10 너 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 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 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 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 심이니라

이것
이는
안에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인용해 보면,
로마서 4:3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 으매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갈라디아서 3:6 아브라함이 하나님 을 믿으 매 이것 을 그에 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
니라
야고보서 2: 23 이에 경에 이른바 아브라함 이 하나님을 믿으 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7-8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
르에서 이끌어 낸 여호와로라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으로 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이 땅을 아브람에게 ‘업으로’ 주시려고 아브람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
내었다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자, 아브람이 업으로 주신 증거를 보여 달라고
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 아니라, 더 자세한 내용을 설
명 듣고자 함이다.
의롭다고 칭함(칭의)과 완전한 구원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9-11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된 암소와 삼 년된 암 염소와
삼 년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람이 그 모든 것
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암소, 암염소, 수양, 산비둘기, 그리고 집비둘기 새끼를 취하라’라 하셨는
데, 이것이 가지는 의미가 몇 가지 있다.
1) 피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
2) 짐승의 피는 죄를 일시적으로 덮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한다.
3) 하나님은 희생 제물을 요구하셨다. 인생이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 받는 길 밖에 없다.
아브람이 당시의 풍속을 따라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갈라 두 줄로 놓는
다.
‘이렇게 놓고 해지도록 오랫동안 기다린 것’의 의미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오랜 세월이 지난 후 약속의 씨가 올 것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
솔개(새)가 사체 위에 날아올 때에 아브람이 쫓았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
을 마귀가 방해하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지만, 그러나 마귀는 멸망한다.
13-17
해질 때에 아브람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하므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
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
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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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
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둘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
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해질 때, 아브람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하므로, 심히 두려워하더니’는,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 생활의 고통, 인생의 죄로 인한 암흑 가운데 죽는
것을말하며, 또한 그리스도가 인생의 죄로 말미암아 죽으심을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약속하신 후에 출애굽하여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
을 받을 때까지가 430년이 걸렸고, 이는 이스라엘의 70인이 애굽에 들어
가살은 이래 4대가 지난 후에 애굽 땅을 나온 것이 된다.
출애굽기 12: 40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사백 삼 십년이라

실제로 애굽에서 산 기간은 215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 지연된 이유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
직 관영치 않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원하신다.
또 한 예로, 노아 홍수 때도 120년 간이나 참으셨다.
베드로후서 3:9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 다고 생각하는 것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 개하기에 이르기를 원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횃불이 쪼갠 짐승의 사이로 지나갔다. 아브람이 지나간 것이 아
니고, 하나님만이 지나가신 것은 하나님만이 약속을 지키실 수 있다는 것
을 나타낸다. 횃불은 고난을 상징하며, 고난이 선행한 후에 영광이 따라
오는 것이다.
18-21
그 날에 여호와께서
굽강에서부터 그 큰
족속과 갓몬 족속과
안 족속과 기르가스

아브람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브람과 세운 여호와의 언약은, 땅의 경계로는, 북은 애굽강에서 남은
유브라데강까지이며, 이미 가나안 10족속이 거하고는 있으나, 결국은 이스
라엘의 소유가 된다. 이것은 솔로몬왕 때 이루어졌고, 그 후 다시 한번 여
로보암왕 때 이루어지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열왕기상 8: 6 5 그 때에 솔로몬 이 칠일 칠일 합 십사 일 을 우리 하나님 여 호와 앞에
서 절기로 지켰는데 하맛 어귀에서부터 애 굽 하수까지의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
이 모여 저와 함께 하 였더니
열왕기하 1 4: 25 이스라엘 하나 님 여호와께서 그 종 가드헤 벨 아밋대의 아들 선지자
요나로 하신 말씀과 같 이 여로보암이 이 스라엘 지경을 회 복 하되 하맛 어귀에서부
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창세기16 장
이스마엘과 아랍의 탄생
하나님의 약속과 아브람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아들 이삭이 태
어 나려면 오랜 세월이 지나야 했다. 아브람과 사래가 늙어 육신적으로
불가능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역사하여 그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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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 아브람과 사래는 이것을 알지 못하고 참다 못
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하도록 하나님을 도우려 했다.
많은 신자들이 이러한 실수를 범하고 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신다(코란경)” 하는 모토를 세우고, 스스로 앞서 행하다가 하나님의
일에 오히려 해를 끼치는 일을 많이 본다. 아브람과 사래가 이것을 경험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도록 인내해야 한
다.
1-4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
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
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
나안 땅에 거한 지 십년 후이었더라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
태하매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래의 믿음이 약해졌다. 그 당시의 풍습으로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큰 수치였다. 몸 종 하갈을 남편에게 내어 준다는 것은 아내로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었겠나? 아브람이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내어 주듯 하는
심정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방법이 없다고 사래는 생각했다.
그 때, 아브람은 85세였고, 사래는 75세였다.
창세기 16: 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 을 낳을 때에 아브 람이 팔십 륙세이었더라

하갈은 사래의 몸종이므로 그가 낳은 아이는 법적으로 사래의 아이가 될
수 있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래 사이에서 자식이 나겠다고 약속하셨는
데, 큰 실수를 범하고 아브람도 사래의 말을 듣고 실수를 범한다.
히브리서 6: 12 게으 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 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
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히브리서 10: 35 - 36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 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
라

하갈이 즉시 임신한 것을 보니 불임의 문제가 사래의 몸에 있었고 볼 수
있다.
일부일처가 하나님의 창조 때의 뜻이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일부다처의
경우가 기록되어 있는데(예. 야곱, 모세, 다윗, 솔로몬), 그것은 무엇을 말
하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 때의 환경에
적응함에 대한 결과이다. 일부다처의 결혼에 행복한 남자는 창조이래 한사
람도 없다.
5-6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나의 받는 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
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잉태함을 깨닫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
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그대의 여종은 그대의 수중에 있으니 그대의 눈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
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사래의 실수에 대한 인과 응보.적 결과가 기록되어 있고, 하갈은 애굽에
있을 때 얻은 종일 것으로 본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실수하고도 다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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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이나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 아브람과 하갈의 결합은 하나님의 뜻
이 아니다. 인생이 실수를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최상의 길로 축복
하신다.

7-9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곁 곧 술 길 샘물 곁에서 그를 만나 가로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은 여호와의 사자(예수님)의
질문이다. 한사람의 실수로 희생당하는 사람이 많다.

10-16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
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
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이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매 아브람이 하갈의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
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 륙세
이었더라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큰 관심을 가지시고, 낳은 자식에게 이스마엘(하나
님이 들으심)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셨다. 하나님은 하갈에게 자손의 중다
함과(10절), 삶의 양상과(12절), 거처할 장소까지(12절) 예언해 주셨다.
‘들나귀 같이 되리니’ 이 예언처럼, 이스마엘 후손인 아랍 족속은 항상 형
제인 이스라엘과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술길 샘물 곁에서 주님을 만나 ‘그를 감찰하셨다’ 하여 ‘브헬라해로이’ 라
고 불렀다.
하갈은 다시 헤브론으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고하고서 셋
이서 화해한 후 다시금 공동 생활을 했으며, 아이를 낳아서 그 이름을 이
스마엘이라고 했고 이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86세였다

창세기 17 장

영원한 언약
13년간 성경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모든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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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쉽게 잊어 버릴 수가 있었다. 아브람은 더욱 부요해지고, 이스마엘
은 자라서 청년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땅은 화평하고 아브람과 사래
사이에 있을 아들을 가질 소망을 잊어 버리게 될 때에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때가 차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때가 가까워 올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해주신다(창

12:1-3;13:14-17;15:5 -21).
‘언약(히, 베리트, Berith)’이란 말은 1번(15:18 약속의 땅의 경계) 사용
하였고, 17장에서는 ‘언약’이란 말을 13번 사용하였으며, ‘나의 언약’이란
말을 9번, ‘영원한 언약’이란 말을 3번, 그리고 ‘너와 나 사이의 언약’이
란 말을 1번(창15:18) 사용하였다.

1
아브람의 구십구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
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람이 99세 되던 때, 사래는 89세였으며, 생리적으로 아들의 임신과
출산의 소망이 다 끊어졌을 때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El Shaddai)’이란 불가능이 없으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뜻한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뜻은,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빛이시므로 아브람도 빛가운데 거하여야 한다. 조건부가 아니고
명령이다.

2-8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람
이 엎드린대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찌라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네게로 좇아 일어나며 열왕이 네게로 좇아 나리
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네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
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너의 우거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브람을 심히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이 나온다.
첫재는, 이름을 바꾸신다. ‘아브람( Exalted father = ’높임 받은 아버지‘)
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Father of multitude = ’많은 무리의 아버지‘)이
라 하라.’ 이는,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라.’
둘째는, 나라들과 열왕이 아브라함으로 쫓아난다.
셋째는, ‘내가 너와 네 후손의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
의 하나님이 되리라.’
넷째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했다고 해서 끊어지는 계약이 아니다.
다섯째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역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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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일을 많이 했으나,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그들을 훈계하시고, 언제나 소수의 무리가 하나님
을 항상 경배하며, 순종하는 자들이 있었다. 이것은 육신적인 후손 뿐아니
라,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영적인 후손들에게도 해
당되는 말씀이다.

9-14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
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대대로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혹 너희 자손이 아니요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무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
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
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양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
이니라
할례의 언약이 나온다. 아브라함의 육적인 후손들에게 양피를 베므로 할
례를 행하여 눈에 보이는 언약의 증거로 삼았으며, 그 집에서 태어난 남자
는 물론 이방에서 종으로 들어온 남자들도 행하여야 할 일이며, 이는 난지
8일 만에 실시하여 살아있는 영원한 언약으로 제정하셨다.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다. 부부 간에 원만한 성생활로써 자녀들이 번식하
고 번창하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사탄은 거룩한 하나님의 부부 제도를 파
괴하려고, 성의 부도덕으로 유혹하여 범죄케 한다. 할례를 행치 않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다.
신약 시대에 믿는 자는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곧 믿음으로 내적으
로 중생해야 한다는 말씀이다.

15-27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그 이름을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
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
에게서 나리라 아브라함이 엎드리어 웃으며 심중에 이르되 백세 된 사람이 어
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구십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
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
대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정녕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
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스마엘에게 이르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생육이
중다하여 그로 크게 번성케 할찌라 그가 열 두 방백을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네게 낳을 이삭
과 세우리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
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
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구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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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십삼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
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
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하나님이 사래를 축복하시어 그를 통해서 민족의 열왕(약속의 씨)이 나고,
열국의 어미(유다, 이스라엘, 에돔)가 되게 하셨다.
‘아브라함이 웃었다’고 함은 의심의 웃음이 아니고, 늙은 나이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아들을 주신다는 말씀에 기뻐 즐거워 웃었다. 나중에 사라는 이
말을 듣고 의심의 웃음을 웃다가 책망을 받았다.
창세기 1 8: 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축복이 항상 이삭을 통하여 올 것을 말씀하심으로,
이스마엘이 축복 밖에 있는 것 같아 이스마엘에게도 축복을 주시기를 구했
다. ‘아들을 나으면 이삭(웃음)이라 하라.’ 그와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적을 행하셨다.
창세기1 8:1 4 여호 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 로 돌아
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창세기 18 장

하늘에서부터 유황불( 창18 장-2 0 장)

부지중에 천사들을 만남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후에
다시 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있지 않고, 세 사람 중에 한
분으로 나타났으며, 18, 19장에 두 사람은 천사들로서 소돔과 고모라 성
에 악을 심판하는 사명을 띠고 가며, 세 사람 중에 주도권을 가진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며 도성 인신 전의 예수 그리스도였다.(요1:18)

1-8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수풀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정 즈
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
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
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
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가로되 네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
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러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
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 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뻐터와 우유와 하
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의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서매 그
들이 먹으니라
‘몸을 땅에 굽혀’ 란 경배를 말한다.(히, 샤카흐, Shachah =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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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여(히, 아도나이, Adonai = my Lord)’, 아브라함이 아직 천사들이
하나님인 줄 인식 못한다. 아브라함이 부지중에 천사를 대접한다.
히브리서 1 3:2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천사는 영이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게도 하시고 옷을 입
고 음식을 먹기도 했다. 몸을 유지키 위해서 음식을 반드시 먹는다고 생각
지 않는다. 예수님도 육신으로 부활하셔서 구운 생선 토막을 먹으셨던 일
이 있다(눅24:43). 우리도 육체로 부활하면 하늘의 천사들과 같이 된다고
했다(마22:30). 새 예루살렘에서 먹는 일이 있겠다고 하셨다(계22:2, 4).

9-15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
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네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
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
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
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
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승
인치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가라사대 아니라 네가 웃었
느니라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겠다’고 할 때에 사라가 웃었다. 이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 아니고, 비웃는 웃음이었다. 그러나 창17:17에서 아브라함은 진실
로 기뻐서 웃었다. 그래서, 사라의 믿음이 더욱 돈독하게 되는 것이 필요
했다.
히브리서 1 1: 11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하였 으나 잉태하는 힘 을 얻었
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앎이 라

사라가 속으로 웃었던 것을 ‘왜 웃느냐’라는 질문 받은 사라는 이 세 분
들이 적어도 천사들이나 그 중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깨달아 두려워하여 부
인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는 질문이 그에 대
한답이다.
마태복음 1 9: 26 예수께서 저희 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 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
으로서는 다 할 수 있 느니라

‘too hard(능치 못한 일)'은 'wonderful'이란 말과 같다.
이사야 9: 6 이는 한 아기 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 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 자라 모사라 전능 하 신 하나님이라 영존하
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16-22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
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
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
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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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
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중하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두 사람(천사들)은 남쪽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내려가고 한 사람(예
수님)은 아브라함과 놀라운 대화를 나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비록
세상의 죄악 도시에서 살고 있지만, 롯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약
2:23).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나, 또한 회개치 않는 범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유7).

23-33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오십이 있을찌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
치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
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공
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중에서
의인 오십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
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오십 의인 중에 오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오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리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사십 오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사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사십인을 인하여 멸하
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
서 거기서 삼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삼십
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
나이다 거기서 이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이십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십인을 찾으시면 어찌 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십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
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가 요점이
되지만, 의인 열명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대화에 있어서 중요 한 진 리
요점 Ⅰ
1. 하나님은 어떠한 도시나 사람을 심판하시기 원치 않으신다.
2. 하나님은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공의와 거룩성이 동의하는
범위에서 사람을 구하시려고 하신다.
요점 Ⅱ
1. 지극히 작은 수의 의인이 그 무서운 심판을 막을 수 있다는 진리
를 엿볼 수 있다.
2. 의인 10명이 그 큰 도시의 멸망을 막을 수 있을 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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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무도 자기의 목회가 작다고 낙심하고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
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작은 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그의 소원의
기도가 도달할 수 있다.
요점 Ⅲ
1. 아브라함의 기도는 아주 경건했고, 지구성 있고 결단적인 기도였
다.
2. 성경에서 중보기도의 처음 표본이 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기도는
오늘날 우리들의 막연한 기도와 같지 않고 상세하고 명료했다.
3. 아브라함의 호소의 기도가 계속되므로 하나님께서 대답하셨고 그
요구의 기도에 대해서 의로우심과 사랑과 자비로 대하셨다.
창세기 18: 2 4- 25 그 성 중에 의인 오십이 있을찌라도 주 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오
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이 까 주께서 이같이 하 사 의인을 악인과 함
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균등히 하심도 불 가 하니이다 세상을 심판
하시는 이가 공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4.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고 응답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시된 뜻
과 성품에 합당한 기도를 해야 하며, 하나님을 존경하며, 구체적
이어야 하고, 지구성 있게 기도해야 한다.
요점 Ⅳ
1.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관념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안
도하시고, 큰 나라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온 지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믿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종족들의
신으로 생각하는 자유 주의 신학자들의 잘못된 가르침과는 반대이
다.
2. 아브라함의 살 당시 평야에 다섯 도시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롯
이 사는 도시에는 적어도 의인 열 명이 있었다고 생각했다. 롯과
부인, 그 두 아들(창19:12), 두 결혼한 딸들과, 그리고 그의 남편
들(창19:14)과, 결혼하지 않은 두 딸들(창19:8), 이렇게 모두 열
명으로 생각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다섯 시에 각각 10명씩 있어
50명은 되었다고 생각했다.
3. 후에, 롯의 요구로 소알 성이 멸망 당함을 면했다(창19:29, 신
29:23)
4. 롯이 세상과 타협하여 살므로 자신은 믿음이 강하여 견딜 수 있었
으나, 자기의 자녀들은 죄악에 물들어 희생을 당한 사실이다.
5. 하나님의 심판은 언제나 의롭고 공평하다.

창세기 19 장

1-3
날이 저물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여 가로되 내 주여 돌이켜 종
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찌기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가로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경야하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야 돌이켜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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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이 먹으니라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고 하는 것은 상거래를 하는데 재판하는 위치
에 있다고 보아, 소돔의 죄악 도시에서 세상과 타협하여 큰 성공을 한 것
이며, 이는 마치 불나비가 화롯불에 가까이 가서 타죽기 일보 직전이었다.
오늘날 육신적 신자의 생활과 같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떡이며, ‘누룩’은 죄를 상징한다.

4-11
그들의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무론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
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이 저녁에 네게 온 사람이 어
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
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치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컨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짓도 하지 말라 그들이 가로되 너는 물러나라 또 가로되
이놈이 들어와서 우거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
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나아와서 그 문을 깨치려 하
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며 문밖의
무리로 무론 대소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곤비하였더
라
소돔의 타락성은 무론 노소하고 남색의 변태성 성 범죄가 주요한 요소였
고,

소도미의 음탕한 일을 남자들에게 할 때에 그 결국은 살인으로 끝나

게 된다. 부끄러워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적나라하게 대중들이 모여
공공연히 악행을 하니, 이를 두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
짖음’이라고 말씀하셨다.
남색(Homosexuality & Gay liberation) 운동과 gay들의 종교 사회는 자
유주의 신학자 뿐만 아니라, 어떤 복음주의자들 가운데서도 간혹 볼 수
있다.
로마서 1: 26 - 27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 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셨으
니 곧 저희 여 인들도 순 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 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 매 남자가 남자로 더
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 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
라

이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로마서 1: 21 - 25 하나님을 알되 하나 님으로 영화 롭게도 아니 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 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 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 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 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 꾸었느니라 그 러므로 하나님 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
대로 더러움에 내어 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 으니 이는 저희가 하
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 으로 바꾸어 피조 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두 남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딸들을 희생시키려는 롯의 절망적 행
동에도 불구하고, 소돔인들은 더욱 격동해 졌다. 이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인들에게 멸시 당하고 있는 증거이다.
두 천사들의 간섭으로 소돔과 고모라인들이 장님이 되었다. 마치 엘리사
가 시리아 군사들을 장님이 되게 한 것과 같다(왕후 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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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4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
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하여 부르짖음
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우리로 이곳을 멸하러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위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롯의 경고는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조롱거리로 끝났다. 평소에 세상
과 타협하여 살았던 결과로 가족을 잃게 된다.

15-23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가로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라 이 성의 죄악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
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밖에 두니 여호
와께서 그에게 인자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
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
소서 종이 주께 은혜를 얻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
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은 도망하기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로 그곳에 도망하
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
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너의 말하는 성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롯은 다행히도 그의 아내와 두 딸을 설득하여 피신할 수 있게 됐다. 여전
히 롯의 가족의 태도는 아직도 세상에 안착하여 떨어질 생각을 않는다. 그
러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그들의 손을 이끌고 도성 밖으로 끌고 나온
다. 그리고, 산으로 빨리 도망하기를 권고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영적 교훈을 받을 수 있는데,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도망해야 한다.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다시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 왜냐
하면 이 세상이 불로 심판 받을 때 나도 같이 불심판 받기 때문이다.
불행하게도 여기서 롯의 육신적인 면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며 소알성에 가도록 간구한다. 심판이 지연되는 이
유는 롯과 그의 아내의 세상에 대한 애착과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고
나가지 않기 때문이었다.

24-29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
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
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
침에 일찌기 일어나 여호와의 앞에 섰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 105 -

창세기43장
들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점 연기같이 치밀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들의 성들을 멸하실 때 곧 롯의 거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어 보내셨더라

롯의 아내
현재 사해는 길이 40마일, 폭 10마일의 좁은 해협으로 두부분으로 나
뉜다. 남쪽 부분은 10 마일 길이를 가지고, 깊이는 10내지 20피트이며
북쪽의 새해는 1400피트의 깊이를 가진 곳도 있다. 롯이 남쪽의 비옥한
땅에 매력을 느껴 갔던 곳이며, 물이 고이기만 하고 빠지지 않기 때문에
침전물이 남쪽에 고인듯하다. 이곳을 싯딤지역으로 말한 것 같다(창14:3,
8, 10). 이 지역은 기름지고 하수가 잘되어 풍부한 자원과 농산물의 공급
으로 시간이 많고 기후도 좋아 하나님을 배제한 저들의 생활은 마귀의 조
종의 받아 악할 뿐이어서 하나님께서 더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
다.
24절에 하나님 3위 중에 2위의 역사를 볼 수 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유황불로 내리실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부터 불과 유황불이 쏟아지는 장면을 볼 수 있다.
유다서 7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 양으로 간음을 행하며 다
른 색을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 의 형벌을 받음으 로 거울이 되 었느니라

뒤를 돌아보다 소금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예수님께서 기억하라 하셨다.
누가복음 1 7:3 2- 3 3 롯의 처를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 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
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소돔의 생활이 그리워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 여자는 롯
이나 그 딸들과 같이 가지 못하였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부착
되어 있을 때 이와 같은 벌을 당할 것이다.

30-38
롯이 소알에 거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 거하
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
는 늙으셨고 이 땅에는 세상의 도리를 좇아 우리의 배필 될 사람이 없으니 우
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
을 전하자 하고 그 밤에 그들이 아비에게 술을 마시우고 큰 딸이 들어가서 그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비는 그 딸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
였더라 이튿날에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어제 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우고 네가 들어가 동
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인종을 전하자 하고 이 밤에도 그들이 아비
에게 술을 마시우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비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아비는 그 딸
의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롯의 두 딸이 아비로 말미암아 잉태
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
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족속의 조
상이었더라
두딸이 아버지에게 포도주를 마시워 취하게 하고, 각각 동침하여 큰 딸은
모압(“아버지로부터” 란 뜻)을 낳고, 작은 딸은 암몬(내 민족의 아들)을 낳
았다. 이 두 민족은 이스라엘과 자주 전쟁을 하며, 사해 동쪽 산악 지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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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거주했다.
저들이 우상을 섬길지라도 그 중에는, 보아스의 아내 롯이 모압의 후손으
로 등장하고, 솔로몬의 아내 중 나아마는 암몬 족속으로 나오게 되는 하나
님의 간섭이 있다. 하나님께서 이 두 민족을 심판하실지라도 마지막 날에
회복시키신다는 예언이 있다(렘48:47; 49:6)
이 두 민족들은 에돔(에서의 후손)과 함께 살며, 또 이스마엘의 후손인
아랍민족들과도 합쳐서 살고 있다.

창세기 20 장

사라와 블레셋 사람들
창세기 20장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것은 첫째, ‘아브라
함과 사라가 애굽에서 행한 것과 같은 실수를 왜 반복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과 능력의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왜 같은 죄
를 또 지었을까?’라는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쯤 사라가 임
신 중인지도 모르는 일이다.

1-2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우거하며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
였더니
블레셋 땅의 수도가 그랄인데, 남방 애굽 가까이 있었던 무역이 번창한
도시였다. 블레셋 족속은 함의 후손들인데(창10:14), 함의 후손 미스라임
이 애굽 사람들이 되었으며, 야벳 후손들과 혼혈 결혼하여 블레셋 나라의
조상들이 되었다.이들은 그레데로부터 와서 해안가에 정착한 민족들이다.
90세 된 사라에게 아직도 아름다운 젊음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다.
다시금 누이 동생으로 표명되어 아비멜렉이 사라를 취하게 된다.

3-8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취한 이 여
인을 인하여 네가 죽으리니 그가 남의 아내임이니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
까이 아니한 고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
가 나더러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
로 너를 막아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
닭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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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 죽을 줄 알찌니라 아비멜렉이 그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모든 신복을 불러
그 일을 다 말하여 들리매 그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범한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아비멜렉이 자신의 순수성을 고백하나, 이 순수성은 하나님의 척도에서가
아니고, 당시의 이방 풍습에 따른 것이다. 결국, 모르는 것도 죄가 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이므로 그의 아내에게 손을 댈 때에는 죽음이
임하겠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즉시 돌려 보내도록 명하신다.

9-18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리하
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관대 네가 나와 내 나라로 큰 죄에 빠질 뻔하
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치 않은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
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의견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를 인하여 사람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실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처가 되었음이니라 하나
님이 나로 내 아비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노비를 취하여 아브라함
에게 주고 그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너 보기에 좋은 대로 거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개
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풀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선히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
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 여호와
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연고로 아비멜렉의 집 모든 태를 닫히셨
음이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아내를 이방 왕으로부터 보호하셨다.
이를 통하여 볼 때, 아브라함도 연약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한 장면이 없는 것으로 보아, 그의 두려워 함과 믿음의 결
핍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더욱 큰 믿음을 갖게 될
장래의 아브라함을 보시며, 계속 권면 보호 인도하시는 자비의 하나님을
보이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말을 하나님으로부터 듣는 것
이 아닌가!
시편10 5: 15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만지지 말며 나의 선지자를 상하지 말
라 하셨도다

아비멜렉은 사라가 자신을 속인 일에 대하여 책망하고, 그후에 아브라함
을 축복한다.
이후로 같은 내용의 실수를 성경에서 다시 읽어 볼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아브라함은 이 쓴 경험을 교훈 삼아 믿음의 성장을 가져오게 된 것이 분명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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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의 출생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간 지 25년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아
브라함이 믿음에 대한 상을 받게 된다. 바울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말하기를 ‘모든 민족의 아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은 그의 믿음이라’고
롬4:17-20에 기록하고 있다.
로마서4:1 7 -2 0 기록 된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 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 으니 그
의 믿은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
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 고 믿었으니 이는 네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 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 이 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은 것 같음 과 사라 의 태의 죽은 것 같음을 알 고도 믿음이 약하여지
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 음에 견고하여져서 하
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데 표본으로 신약성경에 기록
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그가 ‘할례를 받기 전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음을 강조한
다.
로마서 4:9 - 12 그런 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 게뇨 혹 무할례자 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
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 기셨다 하노라 그 런즉 이를 어떻게 여
기셨느뇨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 시니 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 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
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 려 하심 이라 또한 할례 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
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좇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의 경우, 모세가 율법을 받기 오래 전에 의롭다 함을 받은 일
에 대한 강조이다.
갈라디아서 3:1 6- 18 이 약속들은 아브 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 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
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 하 신 언약을 사백 삼십
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 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 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 이 아니리라 그 러나 하나님이 약속으
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구원은 의식이나 율법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
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게 된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을 모든 믿는 자
의 조상이라’고 불렀다(롬4:11).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롬4:16).
로마서 4:1 1 저가 할 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 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 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4:1 6 그 러므로 후 사가 되 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 에 속한 자에게 뿐 아
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 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갈라디아서 3:7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 의 아들인 줄 알찌어다
갈라디아서 3:9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 은 자는 믿음이 있 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사라도 잠깐 의심은 하였으나, 후에 강한 믿음을 갖게 되었다.
히브리서1 1:1 1 믿음 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 늙어 단산 하였으 나 잉태하는 힘을 얻었 으
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앎이라

중요한 점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단지 믿는다고 하는 태도를 취할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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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했으며, 그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했던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 구원을 얻는 근본
적임을 알아야 한다.
1-8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
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팔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백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
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 마는 아
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창세기 21장은 ‘하나님께서 그의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 주신 장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사라는 다시 젊어져서 아이를 낳을 뿐만 아니라, 사라가 죽은 후에도 아
브라함은 그두라에게서 여섯 아들을 더 낳았다(창25:2). 하나님의 치유는
일부가 아니고, 완전한 치유임을 알 수 있다.
이삭이란 ‘웃음’이란 뜻을 가졌다. 아브라함의 웃음은 놀라운 즐거움의 웃
음이요, 사라는 의심의 웃음이었다(창17:7; 18:2).
이삭이 팔일 되던 때에 하나님과의 언약에 따라 할례를 행하였다. 부모들
이 이삭에게 의의 길을 가르쳤고, 하나님의 명령과 언약과 약속들을 모두
가르쳤다(창 18:19). 이삭은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지혜롭고 용모가 뛰어
나고, 부모의 바라는 대로 순종하는 아들이었다.
사라가 습관에 따라 2-3세까지 젖을 먹였을 것이다. 젖을 떼는 날 대 잔
치를 열어 축하하였으며, 아직도 블레셋 땅에서 살므로 귀인들이 모여 하
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져 노년에 얻은 이삭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9-21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
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하갈
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가죽부대의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
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
으시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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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
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
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
에게 마시웠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
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이스마엘은 이 때, 약 16살쯤 되었다(창16:16; 21:5). 이스마엘은 아브라
함과 사라의 믿음의 결핍으로 결과된 자이다.
이 날은 이삭에게 모든 주의가 집중되니,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을 했던
것이다. 일종의 시기일 수도 있다.
사라 자신의 의견으로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가서 아들을 낳게 한 후
부터는 사라가 학대를 하다가, 드디어 ‘이스마엘과 그 여종을 쫓아내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
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사라의 태도는 집안에 큰 문제와 근심을
가져왔다. 사라의 태도는 바르지 못했으나, 그의 행동은 하나님의 약속과
계획에 일치했다. 실제로 두 가족이 한 집에 머물 수는 없었던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충분히 얻기 위하여 육
신적인 마찰을 일으키는 사람들로부터 갈라지는 것이 불가피하다. 영적인
문제가 야기되어 비평하고 비웃고 하는 것보다 가라지는 편이 복되다.
갈라디아서 4:22-31에 보면,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로서 성령을 따라 난
신령한 자, 이삭을 낳았고, 하갈은 종으로서 육체를 따라 이스마엘을 낳았
다.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다.

이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쫓아 내라’고
명하셨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마엘을 쫓아 내기는 하지만, 이
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므로 아브라함의 마음은 심히 아팠을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큰 나라를 만들어 주셨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22-31절에서 율법과 은혜, 육신의 사람과 신령한
사람의 갈등을 잘 묘사하고 있다.
갈라디아서 4:2 2- 31 기록된 바 아브라 함이 두 아들이 있으 니 하나는 계집 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서 났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
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 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 니 이 여자들은 두 언
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 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 는 예루살렘과 같 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
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 니 곧 우리 어머 니 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 아 너희는 이삭과 같
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 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 을 따라 난 자를 핍박
한 것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 이 무엇을 말하느 뇨 계집종과 그 아들
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 불어 유업을 얻지 못
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
자의 자녀니라

율법에 종이 되어 있는 하갈과,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에서 자유함을 상징
하는 사라를 볼 수 있다.
물이 없어 목이 말라 죽게 되었을 때에 이스마엘의 기도와 그 어미 하갈
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물의 근원을 보여 주시므로 갈증을
벗어나 살게 되었다. 여기서도 어려운 역경을 당한 것은 하나님만 의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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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다.
하나님의 사자(도성인신 전의 예수님)가 저들의 기도와 부르짖음을 듣고,
나타나셔서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하셨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사 샘물을 보고,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이
는 성령님이 믿는 자들의 눈을 열어 생수로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생각나게
한다.
바란 광야는 지금 시내산이 있는 광야이며(갈4:25), 이스마엘은 활쏘는
자가 되고, 그 어미가 애굽인을 취하며 아내로 삼게 하였다. 열 두아들을
낳아 큰 나라를 이루었다.
창세기 25: 13 - 15 이스마엘의 아들들 의 이름 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
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욧이요 그 다 음은 게달과 앗 브엘 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맛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22-34
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
자에게 거짓되이 행치 않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
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너의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
이 가로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늑탈
한 일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가로되 누가 그
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
였더니 오늘이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취하여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
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일곱 암양 새끼를 따로 놓음은 어찜이뇨 아
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일곱을 받아 내가 이 우물 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
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
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생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
셋 족속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아비멜렉은 이전에 사라의 사건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평화 조약을 맺기를 원했다.
브엘세바(‘맹세의 우물’이란 뜻)에서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
을 빼앗은 일에 대해서 책망하고, 다시 돌려 줄 것을 촉구했을 때, 즉시
응하여 그 증거로 일곱 암양을 따로 놓았다
창세기 2 2:1 9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 환에게로 돌아 와서 함 께 떠나 브엘세바 에 이르
러 거기 거하였더라

아브라함은 블레셋 땅에서 여러 날을 살았다.

창세기 22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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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아들을 희생제물로
백세에 얻은 이삭이 젖을 떼었을 때는 사라가 92 혹은 93세 때였다.
창세기 21장의 후반과 22장의 모든 사건들이 약 35년 간에 일어난 것으
로 간주된다. 창21:34, ‘여러 날을 지내었더라,’ 창22:1 ‘그 일 후에’ 라
는 말들은 이삭이 태어난 후의 일이었다. 이삭은 적어도 어린 아이가 아
니고, 십대이거나 25세 혹은 35세 일 가능성이 많다. 22:5, 7에 쓰인 ‘아
이(Lad, 히, 나아르, naar)’란 말이 신축성이 많은 단어이다. 이 말을 ‘종’
혹은 ‘젊은이’로도 사용된다. 두 종과 이삭에게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 이
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에 많은 기쁨을 안겨다 주며 주님의 축복 가운데서
자라고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그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있을 무렵이었
다.
1-2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
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
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랫 동안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났으나, 하
나님을 사랑하며 섬기고 살았다. 어느날 갑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
제로 드리라’고 하실 때에 그 말씀은 칼로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청천 벽
력의 말씀이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아무리 이삭이 좋아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기를 원
치 않으시며, 이삭을 죽일 의도는 없으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키 위
함이었다.
또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물로 주시는데
그 쓰라린 마음을 아브라함도 동감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신 것 같다.
첫째, ‘시험(tempt, 히, 나샤, nasah)’이란 말은 ‘테스트(test)’란 말이다.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함이 아니고, 어떤 엔지니어가 어떤 기계를 발명한 후
그것이 과연 효력을 나타내는 것인지 시험하여 증명하려는 뜻을 가진 말이
다.
야고보서1:1 3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 가 하나님 께 시 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 지도 아니하시 고 친히 아무도 시 험하지 아니하시느니
라

‘번제로 드리라’에서, 번제는 희생 제물을 모두 태워, 제사를 드리는 것인
데, 신약에서 로마서 12:1 ‘너희 몸을 ... 산제사로 드리라’고 한 말씀과 일
치하는 내용이다. 세상 것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서 그
리스도를 위해서 전체를 바쳐 드리는 헌신을 말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것을 아셨다. 그러나, 주위에 있는 자
들과 아브라함 자신에게도 알게 하기 위한 의도가 있으셨다.
‘사랑’이란 말이 성경에서 처음 나온다. 사랑은 은사 중에서 최고의 은사
이다(고전13:13). 참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요일4:8). ‘사랑’이란 개념
이 아버지와 아들 간에 사용된 말이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깊은 사랑,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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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키기를 사양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모든 사랑이 이 사랑에서 근원이 되어 나타난다. 이 사랑은 세상이 창조되
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사이에 영원히 존재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요한복음1 7:2 4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 에 나 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 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 희 로 보게 하시기를 원
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님과의 사랑을 나타낸 모형이다. 이삭
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며(갈3:16),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시키시는 일을,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희생시키는 일을 명하시므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도 깨
닫고 느끼도록 하신 것이다.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옆에 있는 산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 가신 갈보리 산이 그곳이다(히11:17-19).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영원한 사랑이 4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다.
마태복음3:1 7 하늘로 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 시되 이는 내 사 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
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가복음1:1 1 하늘로 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 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
노라 하시니라
누가복음3:2 2 성령이 형체로 비 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 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 뻐하노라 하 시니라
요한복음3:1 6 하나님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 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으 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
요한일서4:9 - 11 하나님의 사랑 이 우 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 이 자 기
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 내심은 저로 말미 암아 우리를 살 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 나님이 우리를 사랑하
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 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
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3-8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
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
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
에 번제 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
아가서
아브라함은 자기의 마음이 어떠하든지 무조건 순종하였다. 지체치 않고,
즉시 이른 아침에 출발하였고, 사라와 의논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
님의 명령을 순종치 못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집에서 모리아 산까지 30마일이나 되는 길을 3일 가량 걸어갔다. ‘왜 모
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했을까?’ 이는, 역대하 3:1의 기록에 보면,
매일 드릴 제사를 위해서 성전을 짓게 될 곳이며, 나중에 큰 제사, 그리고
단번의 제사로 우리를 위해 희생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설 곳인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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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리산이 되기 때문이다.
두사환에게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경배
하고 돌아오리라’는 이 말은 의미심장한 말이다. 첫째는, 아브라함이 거짓
말을 하지 않는다. 이 아이를 희생시켜도 반드시 부활하여 같이 내려온다
는 믿음을 가졌다. 둘째로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후손이 생기며 동시
에 희생시키라고 했으므로 이 두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활
만이 가능했던 것을 믿었다. 아브라함의 부활의 믿음을 볼 수 있다.
히브리서1 1:1 7- 1 9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 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
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 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 으니 저가 하나님 이 능히 죽은 자 가운
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 대 죽은 자 가운 데 서 도로 받은 것이니
라

셋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어도 사흘만에 부활할 것
을 의미한다. 그리고 넷째는, ‘경배’ 란 말을 했는데, ‘경배’란 뜻은 ‘엎드
려 절한다(bow down)’ 는 뜻이 있고, 오늘날 드리는 예배 혹은 경배처럼
찬송 부르고, 설교 말씀 듣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구부려 절하
고 순종한다’ 는 뜻이 있다. 지금 이해가 되든지 아니되든지 관계없이 그
의 뜻이 최상 최고임을 믿고 절대 순종하는 태도를 ‘경배’라고 한다. 그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래 기다리며, 고통을 당하며 심지어는 죽는 자리
에 이를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태도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만이 참된 경배가 되는 것이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무조건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한 것이다. 그들은 영원한 하나님의 카운슬링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
라’고 하셨으니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줄로 믿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경배의 궁극적인 극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순종의 일이다.
마태복음2 6:3 9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
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 서 그러나 나의 원대
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히브리서5:8 그가 아들이시라 도 받으 신 고난으 로 순종 함을 배워서

신약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는 말은 있
으나, ‘경배했다’는 말은 없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경배할 것을
가르쳤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인자(Son of man)’라고 80번이나 말씀하
셨다.
마태복음8:2 0 예수께 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 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 더라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lay his head)’란 말씀이 헬라어에서 ‘Bow
His head’란 말과 같으며, 그 뜻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경배할 곳이 없
다’는 뜻이 된다. 예수님은 희생 제물을 짐승으로 하신 것이 아니고, 자신
의 몸을 희생제물로 바침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
히브리서1 0:5 그러므 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 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 비하셨도다
히브리서1 0:7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
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 러 왔나 이다 하시 니 라
히브리서1 0:1 0 이 뜻을 좇아 예수 그 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
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주님의 겸손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바로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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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립보서2:8 사람의 모양으 로 나타 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인, 집과 아버지를 떠나 그 분의 뜻을 이루려
고 이 세상에 오셨다(요8:29). 십자가에까지 이르렀을 때에 예수는 드디어
머리 둘 곳을 찾으셨는데, ‘크게 외치기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고개를 숙
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요19:30).
‘고개를 숙이시고(lay His head, 혹은 bow His head)’란 말은 ‘하나
님께 경배를 드렸다(to worship God)’라고 말할 수 있으며, 그리하여 예수
님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의 당하시는 지옥
의 고통은 아무도 동참할 수 없다(고후5:21).
이삭의 순종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삭은 예수를 상징하는
모형으로 볼 수 있다. 이삭은 적어도 25세에서 35세의 청년이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자기를 묶을 때 반항할 수도 있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 위
에 눕도록 강요하지도 않았고, 힘으로 봐서 강요할 수도 없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이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즐거이 하신 일이다(요10:17-18).
이삭의 질문이 매우 흥미를 끈다. ‘번제할 양이 어디 있나이까?’ 그러자,
아브라함의 대답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라고 번역
되어 있으나, 영어 성경의 ‘God will HIMSELF provide the lamb’이란 말
씀은 ‘하나님이 자신을 제물로 준비하셨다’는 뜻이 옳은 표현이다. 곧, 예
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인생을 위한 희생 제물이다.

9-14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
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
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
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
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이름을 여호와이레라 하였
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3일 동안 여행할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적어도 이삭은 죽은 자였다. 예수
님께서 3일 3야를 무덤 속에 있었던 것과 방불하다. 그리고, 이삭의 등에
나무를 지우고 가는 것은 예수님의 등에 십자가를 지심과 같다.
‘번제할 양이 어디 있나이까?’에 대한 답은 후에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님
을 말한다.
요한복음 1: 29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 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제단을 쌓았다. 그전에도 세겜, 벧엘, 헤브론, 브
엘세바에 제단을 쌓았으나, 이번 것과 같지는 않다. 참된 제사는 짐승을
잡아 제사함이 아니고, 독생자를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려야 했다. 갈보
리 산의 예수 그리스도 만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갈 수 있는 어린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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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이 자기를 죽이려고 칼을 든 아버지를 보았을 때 그의 눈에서는 눈물
이 흘렀을 것이다. 사랑에 찬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순종하는 아들 이삭에
게 있었던 시험은 이 세상에 아직 없었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
었기 때문에 절대 순종하였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음
은 물론, 그 믿음에는 행함이 동반되었던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
험하셨고, 아브라함은 시험에 합격했다.
야고보서 2:2 1- 2 4 우 리 조상 아브라 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 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네가 보 거니와 믿음이 그 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바 아 브 라함이 하나님을 믿으
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 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
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 음 으로만 아니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독자에게 향한 사랑보다 더 강했고, 하
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했다. 칼을 내려치려는 순간 아들에게 ‘손을 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을 아노라’고 하셨다.
‘사자가 가라사대’ 이 ‘사자(Angel와 the LORD)’는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수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것을 이삭 대신에 번제로 드렸다. 아브라
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니, 그 뜻이 ‘여호와께서 준비하
시다’ 혹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시다’라는 뜻이다. 진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죄를 위하여 아들 독생자 예수를 희생제물로 준비하셨다.

15-19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
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
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사환에게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
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더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
현대 전자망원경으로 별이 1025, 땅의 모래도 약 1025정도 된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믿음이다.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의 축복
이다.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여야 한다.
마태복음1 0:3 7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 게 합당치 아니하 고 아들
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겠다. 하나님
은 약속을 지키신다.
히브리서6:1 3 -1 8 하나님이 아브 라함에게 약속 하실 때에 가 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
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 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 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저
희 모든 다투는 일에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 님은 약속을 기 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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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뜻이 변치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 고 그 일에 맹세 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을 인하여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여 가는 우리로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 심이라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얻
으리니’에서 ‘씨’는 예수님을 말한다.
하나님이 세번이나 ‘씨에 대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때마다 ‘씨’는 단수
를 사용하여 말씀하셨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갈라디아서3: 16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
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모든 축복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에베소서1:3 찬송하리 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 되

약속대로 사환에게 돌아와서 브엘세바에 가서 거하였는데, 이것이 여호와
의 이름을 불렀던 일로는 마지막이었다.

20-24
이 일 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그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동생은 부스와 아람의 아
비 그므엘과 게셋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브두엘이라 이 여덟 사람은 아
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처 밀가의 소생이며 브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이 조카 밀가와 결혼하여 여덥 아들을 낳고, 막내
인 브루엘이 리브가를 낳았으며, 나홀의 첩 르우마는 네 아들을 낳았다.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됨으로 증손한다.
이삭이 너무 늦게 출생하여 사촌들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홀의 손자들과
나이가 비슷했다. 나홀의 아들 중에, 우스는 욥이 살던 곳(욥1:1)으로 명명
되었고, 그 동생 부스는 욥의 친구 엘리후(욥32:2)의 조상이었을 것이다.
아람은 아람 사람들의 조상일 것이다. 아람은 셈의 아들이고, 우스는 아
람의 아들이다(창10:22-23). 이러한 이름들이 욥기에 기록되어 있고, 욥이
아브라함보다 더 일찌기 있었던 사람으로 간주된다.

창세기 23 장

사라의 죽음
모리아 산에서 심적 타격의 경험과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후에, 아브라
함의 생활이 거의 명시되지 않고 있다. 사라도 죽을 때까지 기록이 별로
없다. 사라가 죽을 때에 이삭은 37세였다. 사라도 강한 믿음의 여인이었
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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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가 일백 이십 칠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의 향년이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아르바에서 죽으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
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가 죽는 때에는 온 가족이 브엘세바에서 헤브론으로 옮겨 거기서 살
았다(히 11:13). 사라가 모든 약속의 성취를 보지 못했으나, 아들 이삭의
약속은 생전에 성취되었다. 성경에서, 여인이 사망한 후 그의 연령이 기록
된 자는 사라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로 죽음이 아주 신속하여 큰
고통없이 세상을 떠난 것 같다.
기럇 아르바는 헤브론으로 알려져 있고, 아르바의 도시이고, 아니킴의 족
속의 조상이 있던 곳이다.
사라도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믿는 여인의 어머니로 인정된다.
베드로전서 3: 5- 6 전 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 녀들도 이와같이 자기 남
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 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 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 니 함으로 그의 딸이 되
었느니라

3-9
그 시체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
그네요 우거한 자니 청컨대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
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
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중 하나님의 방백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
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거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찐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
라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약속 받았으나, 자기 소유지는 없었으며, 나그네
와 행인 같은 생활을 하였다.
히브리서 11: 9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 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아내의 장지를 무료로 사용하라는 이방인의 제의에 그 땅값을 지불하겠다
고 주장하여 고가에 구입했다.
6절에는 ‘하나님의 방백’이라는 말을 이방인들이 말하였는데, 문자 그대
로 그것은 ‘하나님의 왕자’란 뜻이다.
그리고,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방인들에게 ‘몸을 굽히고’라는 말이 있
는데, 이는 이방인들을 존중하는 고상한 태도이며, 본받을만한 점이다(12
절에도 나타남).

10-18
때에 에브론이 헷족속 중에 앉았더니 그가 헷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의
듣는데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동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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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당신께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
백성을 대하여 몸을 굽히고 그 땅 백성의 듣는데 에브론에게 말하여 가로되 당
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컨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
브라함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주여 내게 들으소서 땅값은 은사백 세겔이나
나와 당신 사이에 어찌 교계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
이 에브론의 말을 좇아 에브론이 헷족속의 듣는데서 말한 대로 상고의 통용하
는 은 사백 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
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헷 족속의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어 사라를 묻을 땅을 거저
가져가라고 하는 말에 아브라함은 대가를 지불할 것을 주장하므로 은 400
세겔에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를 구입했다. 이에 대한 진술이 다른 성경
에서 나타나는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의 진술에서,
사도행전 7: 16 세겜 으로 옮기워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 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야곱이 장사된 곳으로,
창세기 50: 13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 라 밭 굴에 장사 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속 에브론에게 밭 과 함께 사서 소유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
라

또한, 요셉의 뼈를 애굽에서 가져와서 묻었다.
여호수아 2 4: 32 이스라엘 자손 이 애굽에서 이끌어 낸 요셉 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
으니 이 곳은 야곱이 세 겜의 아 비 하몰의 자손에게 금 일백 개를 주고 산 땅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창세기 33: 19 그 장막 친 밭을 세 겜의 아 비 하몰 의 아들 들의 손에서 은 일백개로 사
고

아브라함이 마므레 앞에 있는 땅을 사고, 또 후에 세겜에서 야곱도 땅을
구입했을 것이다. 그 사이의 거리가 40마일 떨어져 있으며, 사라는 처음
아브라함이 구입한 마므레의 막벨라에 장사되었다. 그 후 아브라함(창
25:9), 이삭(창35:27, 29), 리브가와 레아(창49:30-31), 그리고 야곱(창
50:13)이 그곳에 차례로 장사되었다.
야곱은 세겜에 있는 땅을 구입했는데, 이것은 무덤을 위함이 아니고, 하
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었다(창33:20). 야곱은 나중에 그 땅을 요셉
에게 주었고, 후손들이 요셉을 거기에 장사했다(수24:32, 행7:15-16).

스데반의 진술
아브라함이 세겜에서 막벨라 굴을 구입하여 사라를 장사한 후에 38년
을 더 살았다(창17:17; 23:1; 25:7). 아브라함은 그둘라라는 여인과 결혼
하여 6아들을 더 낳고, 둘째 가족들을 위해서 세겜 근처에 땅을 구입하였
는지도 모른다.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제
사를 드린 곳이기도 하다(창12:6-7).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 마므레에 사
라와 함께 장사되었다. 85년 후에 야곱이 다시 세겜에 와서 그의 할아버
지 아브라함의 잃었던 땅을 다시 구입한다. 아브라함이 처음 제사를 드렸
듯이 야곱도 먼저 제사를 드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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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
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족속이 아
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정하였더라
아브라함은 아내를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내었다.
모세는 가나안의 미래에 차지할 도시가 마므레 곧 헤브론이라는 말을 하
였다.

창세기 24 장

이삭의 신부
창세기 24장은 창세기에서 가장 긴 장이다. 전 성경을 이 24장을 중심
으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는 사랑의 이야기 뿐만 아니라, 인류구원의 역사에 대
한 중요한 내용이 담겨진 역대기이다.
이삭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아브라함의 종은 성령을 상징하고, 주인
의 이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 이방 나라로 종을 보내는 장면은 예수 그
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으로 비유할 수도 있다(행15:14). 이방에서
택한 교회를 예수의 신부로(고후11:2) 이끌어 내는 비유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통해서 구세주 메시야가 태어날 것이며,
그를 통하여 온 세계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을 예언하는 것이다.
모든 결혼은 중요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혼인 제도이며, 결혼마
다 본인들은 물론이요 하나님과 부부간에 깊은 관계를 서약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결혼을 중시하며, 조심스럽게 준비하여 신중하게 고려한
후 결혼해야 하며, 그 후에는 그 서약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1-9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
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내가 너로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
하게 하노니 너는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
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좇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
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 하늘의 하나님 여
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본토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네 앞서 보내실찌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찌니라 만일 여
자가 너를 좇아오고자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찌니라 종이 이에 주인 아브라함의 환도뼈 아래

- 121 -

창세기43장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사라가 죽은 후, 세월이 지나 이삭은 40세(창25;20)가 되고, 아브라함은
140세가 되어, 이삭이 결혼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일에 축복하셨다. 이삭은 아내를 구하는 중요한 결정을 하는 일에서 아버
지의 판단을 존중하고 따랐다.
이삭은 아버지가 가나안에 사는 여인 중에는 아내감이 없다는 것으로 단
정한 것을 깨달았다. 이삭은 그의 아내와 하나님의 약속에서 그들의 믿음
이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는 것이 아주 중요했다. 그리하여, 자녀들에게 그
들의 믿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이다. 최근에 믿는 여자도 아니되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강론을 받고 자라나야 했으며, 그러한 여자가 가나안에
없어서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에 있는 자들 가운데 처녀를 찾았으며, 자기
가족을 사랑하나 남편을 따라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여자
라야 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러한 여인을 준비해 놓은
줄을 확신했고, 그때에 자기 형제인 나홀의 아름다운 딸이 있음을 알았다
(창22:20,23).
아브라함은 종에게 이삭을 옛 본토로 데리고 가지 않기를 서약 받고, 가
나안 땅-하나님의 약속하신 곳에 머물게 하였으며(창26:2), 그 여인이 기
꺼이 가나안으로 와야 했다. 또한 헤브론에서 하란까지 가려면 모리아 산
을 거쳐가야 하므로 다시금 그 번제의 경험을 생각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예수께서 단번에 많은 죄인들을 위하여 제사 드리는 것이다.
히브리서 9: 28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 하시려고 단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 와 상관없이 자기 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브라함은 그의 종을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려고 보냈는데, 창세기 15장
2절에 엘리에셀은 아직도 살아 있으면 그 일을 엘리에셀이 하였겠으나,
50년 차이의 일이므로 아마 엘리에셀이 죽었는지도 모른다. 여기서 이 사
명을 띠고 가는 종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이 종은 그의 이름이 아닌 이
삭의 이름으로 간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
스도의 아내를 얻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 26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 시리라
요한복음 16: 13 - 14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 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
겠음이니라

아브라함은 종으로 하여금 이삭의 아내를 가나안 여인에게서 택하지 않을
것과 이삭을 데리고 하란으로 가지 말 것을 맹세케 할 때 그 손을 자기 허
벅지에 넣게 했다. 야곱이 요셉에게도 자기 시체를 애굽에 묻지 말 것을
맹세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하였다(창47:29). 이 말씀의 뜻이 확실치는 않
으나, ‘허벅지(thigh=히, 야레크흐. yarekh)’라는 말이 많은 곳에서 ‘옆구
리’라는 말로 번역된다.
창세기 4 6:2 6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육십육 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모든 옛 유대인의 해설자에 의하면 그 손을 남성의 성기에 놓는 것이다.
이것은 할례의 예식과 비슷한 상징적 뜻이 있다. 이것은 가장 엄숙한 맹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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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이것은 약속하신 땅과 씨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관련이 있다.
또한, 이 맹세는 천지의 주재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였고, 만일 신부감
을 찾지 못하든지 오기를 원치 않으면 맹세가 해제되고, 단지 이 약속을
따라 행하라고 말했다.

10-14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열 필을 취하고 떠났는데 곧 그 주인의 모든 좋
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약대를 성
밖 우물곁에 꿇렸으니 저녁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올 때이었더라 그가 가
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
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 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너는
물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특수한 기도의 응답을 볼 수 있는데, 주인의 많은 진귀
한 것을 가지고 종은 여행을 떠났다.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과 유브
라데 강이 아니고, 유브라데 강과 차보라스 강이 있는 곳을 말하며, 나홀
이 살던 곳으로 인정하고 있다.
저녁 때가 이르러 나홀이 사는 동네의 우물가에 이르러 낙타를 쉬게 하고,
그 종은 하나님께 기도했다. 저녁 시간에 우물을 길으러 오므로 사람들을
만날 좋은 시간이다.
그 종은 하나님께 즉각적인 기도를 올리는데, 이삭의 아내 자격을 하나님
께 마음으로 기도 드리고 그 자격에 합격하는 자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찾
고 있었다. 그 자격은 마실 물을 요구할 때에 자기에게 줄뿐만 아니라 낙
타에게도 자발적으로 물을 마시우는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
여기에 종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예가 나와 있다.
종은 주인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 받는 수종자로서
500마일이나 되는 험한 길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아래 지금까지 왔다.
이제 중요한 결정을 하는 순간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
라 하고 있는 일이 분명할 때, 어떤 중요한 결정에서 특수한 일들을 놓고
기도의 응답으로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볼 수 있는 예이다. 이 종
도 우리와 같이 주의 일을 하면서도 확실하지 않는 경우에 기드온과 같이
양털의 이슬에 젖는 것과 젖지 않는 기도를 올릴 때 하나님께 특수한 기도
에 응답하시는 것이다.

15-27
말을 마치지 못하여서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
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땁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에 내려가
서 물을 그 물 항아리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가로되
청컨대 네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그가 가로되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 항아리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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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 항아리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으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약대를 위
하여 긷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 세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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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아들 브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가로되 우
리에게 짚과 보리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
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
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종의 기도는 즉각적으로 응답되었다.
이사야6 5:2 4 그들 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 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
을 것이며

리브가의 특징을 살펴 보면, 물긷는 일에 처음으로 나오는 여인으로 집안
일에 충실한 여인이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행할 뿐만아니라 아리따운
여인이기도 했다.
에베소서 3:2 0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 시는 능력 대로 우 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
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 게

그녀가 종에게 물을 주자, 그 종은 금고리 세개를 주었다. 비록 적은 것
으로 하나님께 바쳤으나,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있
고,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이 말씀은 나중에 표현되기를,
시편 3 7: 23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 뻐하시나니
잠언 3: 6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 하라 그 리하면 네 길을 지도 하시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으면,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할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요한복음 7:1 7 사람이 하 나님의 뜻을 행하 려 하면 이 교훈 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로마서 1 2: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 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 고 온전 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 하도록 하라

28-33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미 집에 고하였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
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또 그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
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때에 그가 우물가 약대 곁에 섰더
라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섰나이까 내
가 방과 약대의 처소를 예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약
대의 짐을 부리고 짚과 보리를 약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 종자의 발 씻
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식물을 베푸니 그 사람이 가로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하소서
리브가가 자기 어머니에게 뛰어가서 모든 일은 알렸다.
라반이 환대한 이유는, 재물이 풍부한 자를 보았을 때 호감이 갔을 뿐아
니라 친척되는 아브라함이 보낸 자로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후에 야곱과
라반의 관계를 보아서 리브가의 오빠인 라반의 간사함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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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9
그가 가로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
을 주어 창성케 하시되 우양과 은금과 노비와 약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
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으매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로 맹세하게 하여 가로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나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비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말씀하되 혹 여자가 나를 좇지 아니하면 어찌 하리이까 한즉 주인
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네게 평
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네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설혹 그들이 네게 주지 아니할찌라도 네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
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씀하기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여 만일 나의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찐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섰다가 청년
여자가 물을 길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 항아리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우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약대를 위하여
도 길으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
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묵도하기를 마치지 못하여 리브가가 물 항아리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긷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컨대 내게
마시우라 한즉 그가 급히 물 항아리를 어깨에서 내리며 가로되 마시라 내가 당
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약대에게도 마시운
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네가 뉘 딸이뇨 한즉 가로되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브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 고리를 그 손에 끼우
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
인의 동생의 딸을 그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
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와 진실로 나의 주인을 대접
하려거든 내게 고하시고 그렇지 않을찌라도 내게 고하여 나로 좌우간 행하게
하소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한 종의 증거는 반복적인 증거이다. 그 내용이 하나
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므로 몇번이나 되풀이해서도 들어도 놀랍기만 하
다.
리브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만난 처녀이므로 구혼이 자동으로 이루
어지며 처녀의 허락만 기다리고 있다.
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한자가 되었으매, 이삭이 이 재산
을 상속받는다고 모두 말했다. 그리고, 종에게는 의심 없이 리브가가 하나
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만난 처녀이므로 구혼을 했고, 리브가에게 좌우간
답을 요청했다.

비유적 가르침
종은 성령, 이삭은 예수님, 리브가는 교회로서 신부 성령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의 영광에 대해서 증거하신다. 사람들은 가부간에 결정해야 한다. ‘예’이
면 세상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되고,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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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없는 기쁨의 생활을 누린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를 거부할 것
이다.
요한복음 1: 12 영접하 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
세를 주셨으니

50-61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그대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대
로 그로 그대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리어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 오라비와 어미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종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가로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
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비와 그 어미가 가로되 소녀로 며칠을 적어도 열
흘을 우리와 함께 있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
르되 나를 만류치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
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
미가 될찌어다 네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찌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비자
와 함께 약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육정으로 리브가를 10일간 더 머물게 하였으나, 종은 이튿날 즉시 떠나기
를 원했다. 그래서, 리브가 본인에게 물어본즉, 본인도 즉시 떠나기를 원했
다.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면 세상과는 작별하고 주를 따라야 하며 세
상에서 머뭇거리면 마음이 변하여 육신적인 신자가 되어 주를 온전히 사랑
하며 따를 수가 없다. 우리들도 온전히 주를 따라야 하며, 즉시 세상을 버
리고 주를 따라야 한다. 지금이 구원을 얻을 때이다.
고린도후서 6: 2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 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 원 의 날이로다

62-67
때에 이삭이 브엘 라해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남방에 거하였었음이라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
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
리에게로 마주 오는 자가 누구뇨 종이 가로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면박을 취하여 스스로 가리우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고하매 이삭
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종은 오랫동안 여행하며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주
고 보호하며 데리고 왔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아브라함과 이삭
에 대해서 자세히 모든 것을 배웠을 것이다. 종은 훌륭한 선생이요, 보호자다.
곧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는 좋은 선생이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혜사
성령이시다. 드디어 이삭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 네게브까지 왔다.
신랑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 신부는 리브가(고후11:2), 종은 보혜사 성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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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신부와 연합하기까지 신랑은 처소를 예비하신다(요14:3).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하늘에서 만나게 된다(요3:29; 롬7:4)

리브가에 대해서( 교회, 곧 신부)
그의 결혼은 만세 전에 계획된 것이었다(엡1:3, 4). 그 여인은 하나님의
목적을 완성하여 이루는데 필요했고(엡1:23), 아들의 영광을 나누었으며
(요17:22-23), 성령을 통하여 그 아들에 대해서 배웠다. 또한, 그 여인은
신랑을 본적이 없으나, 세상을 즉시 떠나 그에게로 갔으며,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신랑을 사랑했다(벧전1:8). 종의 지도를 받으면서 광야를 여행
했고(벧전1:3-9), 그 여인은 아들의 사랑을 받았고, 결국은 아들과 영원
히 결합한다(엡5:26-27; 계19:7; 살전4:17).
이삭에 대해서( 그리스도로 비유)
그가 오시기 오래 전에 그의 올 것을 약속(눅1:70)하였고, 드디어 정한
때에 오시게 된다(갈4:4). 이것은 기적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눅1:35)되었
으며, 하나님께서 출생 전에 그에게 이름을 주셨다(마1:21). 또한, 아버지
에 의해서 희생제물로 바쳐지며(요일2:2), 자신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빌
2:8). 중요한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엡1:19-23), 모든 나라의 머리가
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
이삭의 사건은 모리아 제사드릴 적에 나왔으며 잠잠하다가 리브가를 만
날 때 나타난다.
세상 마지막에 예수께서 성도들은 신부로 영접하신다(공중 재림).
데살로니가전서 4:1 6- 1 7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 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
늘로 좇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
리 살아 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 려 공중 에서 주를 영접 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삭은 영적인 사람이다. 천막을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기도하다 일어나
영감으로 그의 신부인 것을 알고, 맞으러 온다.
리브가도 영감으로 신앙 될 이삭인 줄 알고 낙타에서 내린다. 신랑을 맞
을 부인될 자는 그 때 습관에 따라 면박을 쓴다.
라해로이에 천막을 치고 모친이 별세한 후 3년이나 고독하게 지내다가
이제야 아내를 만나 사랑을 나눈다. 부모를 진실히 사랑한 자는 아내도 진
실히 사랑하게 된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제도이다(창2:24).

창세기 25 장

아브라함의 아들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때는 완전히 치유하신다. 100세에 30대와 같이
아들을 낳게 하셨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가 86세였으므로 아브라함은
회춘의 축복을 받아서 이삭을 낳은 후에도 약 50년간 생산 능력이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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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삭이 리브가와 결혼을 했을 때 아브라함이 140세 였는데, 그 후에
10년 혹은 그 이상의 기간 동안에 많은 자식을 낳았다. 이삭이 결혼한 후
에 라해로이로 이사하여 아브라함은 고독하므로 다시 결혼을 했을 것이
다.

1-4
아브라함이 후처를 취하였으니 그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므
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
의 자손은 앗수르 족속과 르두시 족속과 르움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
바와 에벧과 하녹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의 두번째 아내 ‘그두라’에 대한 배경은 잘 기록되어 있지 않다.
더러는 사라가 있을 때 첩이라고 하는 자도 있지만, 하갈도 사라와 의논
하에 주저하며 들어간 아브라함이 첩을 가질 리가 없다.
아무튼 그두라는 여섯아들을 낳았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결혼한 후에 35년을 더 살았다. 결혼 후 10년 동안
아이들을 낳았을 것이다. 많은 족속의 아비가 되리라는 예언이 이루어 졌
다(창17:4).
여섯 아들에 대한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시므란, 므단, 이스박과 수아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다. 그러나,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다고 했
고, 구스의 손자들로서 욕산과 스바의 이름이 나오며(창10:7), 또 스바는
에벨의 손자로도 기록된 곳이 있다(창10:28). 이름들이 어디에 속하는지
구별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미디안은 구약 성경에서 많이 나오며, 이스마
엘 족속(창37:25, 27, 28, 36), 모압 족속(민25:1, 6-15), 그리고 아말렉
족속과 동맹하여 있음을 볼 수 있다.

5-6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
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국으로 가게 하였더
라
이삭이 아브라함의 재산을 모두 상속받고, 그두라의 자식들에게는 선물을
주어서 동방으로 가게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서 지금의 아라비아 나라를
이루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는 이삭만이 있도록 한 아브라함의 시도를
볼 수 있다. 오늘의 아라비아는 이스마엘, 롯, 에서, 셈, 그리고 함의 후손
들이 모여서 이뤄졌다.

7-11
아브라함의 향년이 일백칠십오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
라함이 헷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 라
해로이 근처에 거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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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죽었다. 아브라함이 죽자, 이삭과 이스마엘이
막벨라 굴의 사라 곁에 장사하였다.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 라해로이 근처에서 살았다.
이삭과 이스마엘과의 적대감은 아버지의 죽음으로 치유가 되었다.그러나,
이삭만이 메시야의 태어날 살아있는 계열의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을 축복
하셨던 하나님이 이삭도 역시 축복하셨다.

구약 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의 영은 어 디로 가는가?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구약시대에 믿음을 가지고 죽은 자들에게로).
약 1900년 후에 구약 시대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영이 가는 곳은 ‘아
브라함의 품’이라고 말했다(눅16:22).
12-18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
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
마엘의 장자는 느바욧이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앗브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
와 맛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
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십이 방백이었더라 이스
마엘은 향년이 일백삼십칠세에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앗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하였더라
이스마엘의 후손에 대한 기록이다.
아브라함의 장례식 때에 괄목할 만한 사실은 이삭이 이스마엘에게 가족의
기록을 요구하여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기록한 사실이다. 이스마엘은 이때
에 약 90세가 되었다. 12아들을 낳아서 강성한 가족 단위의 동네를 이루
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열 두 방백을 이루었다(창17:20).
그가 이룬 열 두 방백의 지역은 아라비아의 중앙 내지 중북에 모두 거주
하고 있다.
그 중에 느바욧은 이스마엘의 장자로서 나바티안의 조상으로 에돔인과 같
은 지역에 살았던 뛰어난 민족이었고, 게달은 사60:7에 느바욧과 동반하여
나오는데, 알바와 그의 동의어로 씌어지고 있으며(사21:17; 렘49:28; 겔
27:21 등), 여둘은 이두레 지방의 이름이 되었다고(눅3:1).
앗시리아의 고고학발굴에서의 기록에 앗브엘, 맛사, 느바욧, 게달이 기록
되어 있고, 두마는 사21:11에 ‘세일로부터 부름’ 이라는 이름으로 주어지
고 있으며, 이것이 에돔 사람들의 본 고장이다. 현재 아라비아의 북쪽에
두마 알잔델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장소가 두마와 관계가 있는 곳이며,
마찬가지로 데마도 아라비아에 데이마(Teyma)로 알려져 있다.
밉삼, 미스마, 하닷, 나비스와 게드마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스마엘은 137세에 죽었고, 이삭이 죽기 전 58년 쯤이었다.
‘하윌라에서부터 앗수르로 통하는 술까지’에서 앗시리아에서부터 애굽까
지의 대상의 통로가 아라비아에 있어 왕래함을 볼 수 있다. 애굽은 술의
동편 광야이며, 하윌라는 모래 즉, 사막이라는 뜻이 있다. 이것은 모든 형
제가 동방에서 살고 서로 싸우며 사는 들나귀같이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
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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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사십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
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
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
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
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
더라
창세기 25:19 하에서 37:2 상반절까지는 이삭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그 후에
는 야곱과 그리고, 요셉이 애굽까지 가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부분에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 나온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했고, 20년 후에 아들이 없어 특별히 기도
하여 임신을 하게 되었다. 리브가는 시리아(히브리어로 ‘아람’이라 함)로부
터 왔고, 그의 친척들은 시리아인들이며 셈의 후손이다. 이 여인은 밧단
아람(아람의 평야)이라는 곳에서 왔는데, 이곳이 하란과 나홀이 거주했던
곳이며, 이곳으로 그의 가족이 이민해 왔던 것이다.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오랫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
께 기도함으로 아기가 출생한 것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께로 약속을 받았
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마태복음 6:1 1 오늘날 우 리에게 일용할 양 식을 주 옵시고
마태복음 7: 11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 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으로 주시 지 않겠느냐
빌립보서 4: 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 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
희 모든 쓸 것 을 채우 시리라
베드로후서 1: 4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을 우리 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
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 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예하
는 자가 되게 하려 하 셨으니
에스겔 36: 37 나 주 여 호와가 말 하노라 그 래도 이 스라엘 족 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
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찌라 내가 그들의 인수 로 양떼 같이 많아지게
하되

‘지각에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은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이삭에게 쌍둥
이를 주셨다.
에베소서 3: 20 우리 가 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 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
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 게

태생학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부분은 시139:14-16; 전11:5; 눅
1:44 등이다. 임신 중에 있는 아이가 사람으로서 감정이 있어 표현함을 볼
때 임신 중절은 살인으로 보고 있다. 사람이 임신 중이나 즉시 태어나, 몇
년간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 리브가는 배속에서 쌍둥이가 싸우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두 민족이 생기겠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고 하셨다.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통하여 메시야가 나실 것을 예언하시는 것이다. 사
람들은 대개 장자에게 명분을 주나, 하나님께서는 어린 자를 통하여 역사
하심을 볼 수 있다. ‘야곱은 내가 사랑하였고(말1:1-3), 에서는 내가 미워
하였다(롬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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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실을 이삭에게 알렸음이 분명한데, 이삭은 에서를 더욱 사랑하고,
축복을 주려고 시도한 사실을 볼 수 있다. 오늘날 믿는 자들도 하나님의
계획보다도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니 하나님이 영접치
않으신다.
24-26
창세기 25:24-26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동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
는 붉고 전신이 갖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육십세이었더라
먼저 난 자를 ‘에서’라고 하고, 그 뜻은 ‘붉고 털이 많다’는 뜻이며, 둘째
는 ‘야곱’으로, 발꿈치를 잡았으니 ‘발꿈치 잡이’ 라는 뜻이다.
호12: 3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장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사람의 눈에는 약해 보이나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27-34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군인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
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
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
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
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
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
김이었더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축복과 계획이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후손에게 내
려지는데, 쌍둥이 중에 누가 이 축복을 이어 받을 것인가? 에서와 야곱은
분명히 부모로부터 이 사실을 들어 왔을 것이다. 장자의 명분을 받은 에서
는 이 귀한 하나님의 축복을 등한히 여기고 무시했다. 우리도 하나님의 축
복을 등한히 여기면, 그 축복을 잃게 되며 다른 사람에게로 이전된다. 여
기서는 하나님이 이미 예언하신 대로이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며, 또 다른 곳에 특이한 사냥꾼으로 니므롯이 있
는데(창10:9),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였고, 에서는 색욕자였다(히11:9).
더욱이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등한히 여겼으며, 그것에 대한 소원이 전
혀 없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받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이 있었
다.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조용한(히, 탬, tam - ’완전한,‘ ’성숙한‘)’이
란 말은 욥기에 쓴 말과 같은 말이다.
욥기 1: 8 여호 와께서 사단에 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유 의하여 보았느냐 그와같
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면, 장자가 받는 축복과 할 일은 무엇이 있는가?
먼저는, 재산을 다른 아들에 비하여 배로 이어 받고(신21:17), 집안의 일
을 이끌어가야 하며(창27:29),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문을 이끌어갈 책임
이 있다(창18:19).
또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책임이 있고(창22:9; 26:25; 35:1 등),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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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의 말씀과 약속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장자가 이어 받는 것이 관례이며, 성경의 율법이 정해지지 않은 때이므로
아버지가 자격있는 아들에게 인계하는 것이 통례였다(대상5:1-2).
그런 관점에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이 여겼다.
히브리서 1 2: 16 -1 7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 여 장자의 명분 을 판 에
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 하 라 너희의 아는 바 와 같이 저가 그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 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그에게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주실터인데, 야곱
은급히 앞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샀고, 거짓으로 축복을 받으려고 하
므로 아버지와 형과의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다.
야곱의 신령한 축복을 사모하는 태도는 비평하기 보다 본받아야 한다. 거
짓 수단을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신령한 은사는 사모하라고 했
다.

창세기 26장
이삭과 블레셋
이삭은 80세가 될 때까지 비교적 안일하고 평안한 생활을 해왔는데,
이후로, 이삭과 리브가는 격심한 믿음과 순종의 시험을 당하게 되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약해질 때에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
락하신다.
베드로전서 1:6 -7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 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간 근심하게 되
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 히려 크게 기뻐하 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
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 하여 예수 그리스 도의 나타나실 때 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
를 얻게 하려 함이라

1-5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
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
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과 같이 이삭도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흉년을
경험하는 시험이 왔다. 블레셋 그랄 땅에는 기근이 심하지 않아서 그곳으
로 옮겨가서, 거기서 또 애굽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모리아산에서 나타나신 이후, 이곳에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쌍둥이가 아들들이 나기 전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신 일도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애굽으로 들어가지 말고, 내가 인도하는 땅으로
가면, 내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
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지적하면서 이삭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기를 권고하신 것이다.
아브라함은 모세가 이르기 전이므로 기록된 율법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창26:5에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

- 132 -

창세기43장
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아브
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기록한 말씀, 곧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비췸과 순종하는 마음을 가진 것을 볼 수 있다.
시편11 9: 89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 오며

말씀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에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쳐 받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그들의 양심에 이미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다.
로마서 2:1 5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 가 되어 그 생각 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 위를 나 타내느니라

6-11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 아내를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
는 나의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우므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
로 인하여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나의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
삭이 거기 오래 거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정
녕 네 아내여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를 인하여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가로되 네가 어
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네 아내와 동침하기 쉬웠을 뻔
하였은즉 네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
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나 그 아내에게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은 부전 자전으로 아브라함이 행한 것과 똑 같은 실수를 범한다. 아
내의 미모로 인해 자기의 생명의 위험을 느껴자, 누이 동생이라고 변명하
나, 곧 발각이 되어서 그 이유를 설명하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도
리브가를 보호하셨다. 약 100년 전에 아브라함으로 인하여 블레셋의 왕가
가 멸망할 뻔한 사실을 기억하고 있던 다른 후세의 아비멜렉왕이 이삭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보고, 아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자기 백성들에
게 경고하여 이삭이나 리브가에게 해를 입히는 자는 사형에 처할 것을 명
했다.
12-16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므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노복
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그 아
비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
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가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삭이 부유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씨를 뿌려 풍년의
농사를 이루게 되었다. 블레셋 사람들과 아비멜렉은 이삭이 자기 나라보다
더욱 부강함을 보고 두려워하여 우물을 막으며 그 땅에서 떠나기를 요구했
다.
17-22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며 그 아비 아브라
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
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섹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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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는 고로 그 이름을 싯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
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
였더라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인들이 싸워 그 것들을 빼앗았다. 하나는
‘에섹(’다툼의 우물‘)’이고, 또 하나는 ‘싯나(’미워하는 우물‘)’이며, 마지막
의 것은 ‘르호봇(’장소가 많은 우물‘)’이었다. 그후, 그랄 사람들이 더 이상
괴롭히지 아니했다.
그러자, 이삭은 여기에다 가축들과 목자들을 남겨두고, 자기는 더 멀리
떠나갔다.
23-25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나는 네 아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으로 번성케 하리라 하신
지라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브라함이 수 년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언약을 맺었던 곳이 브엘세바
(‘언약의 우물,’ 혹은 ‘일곱의 우물’)인데, 이곳은 모리아 산의 경험 후에
이삭도 여기 와서 살았던 곳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이삭도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쓴 경험을 한 후 여기서 하나님께 제
사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며 참된 기쁨을 찾고자 했다. 거기서
천막을 치고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팠다.
26-33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훗삿과 군대장관 비골로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
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로 너희를 떠나가
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
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네게 행하며 너로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
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 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
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본 아비멜렉 왕과 아후삿, 그리
고 군대장관인 비스골이 화평 조약을 맺기 위해서 찾아 왔다.
약 일세기 전에 아브라함이 그전 아비멜렉과 비슷한 언약을 맺은 곳이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또 우물을 파니 물이 나왔다. 그 우물의 이름을 ‘맹세
의 우물,’ 즉 ‘브엘세바’라 했다.
34-35
에서가 사십세에 헷 족속 브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
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한동안 에서와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다가 온 가족이 재결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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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살게 되는데, 이삭이 그랄에 거하는 동안 야곱과 에서는 마므레, 혹은
라해로이에 거하였다.
여기서, 에서가 헷족속의 두 여인을 아내로 취함으로 부모들에게 많은 근
심을 끼친 사실을 볼 수 있다.

창세기 27 장
야곱과 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야곱을 사랑하실 수 있나?
창세기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형성하며
인간을 구원하실 메시야를 보내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획을 하실 때,
어떻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간계를 꾸며, 자기 유익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
을 가리지 않는 탐심이 많고, 비윤리적인 일을 하면서도 양심에 가책을
받지 않는 야곱 같은 사람을 쓰셨을까? 하는 것이다. 우리가 볼 때는 에
서가 오히려 남자답고 강하여 밖에서 활동하는 새로운 나라를 이끌어 갈
만한 사람으로 보인다. 역사적으로 반유대인 운동이 전개되어 왔고, 유대
인에게 항상 핍박이 가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심지어 크리스천들까
지도 이에 가담하여 숨어있는 반유대인의 감정도 드러냄을 볼 수 있다.
야곱의 잘못된 점을 두둔하고자 함이 아니고, 창세기에서 말하고 있는 하
나님의 크신 계획과 그 뜻을 이해하고자 하는 것이다. 성경은 야곱을 비
평한 곳이 하나도 없다(에서와 라반을 제외하고서 이 두사람의 말은 별로
가치가 없다).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마다 책망과 질책이
라기 보다 축복과 약속의 말씀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방향으로
보고 생각해야 한다.
이사야 5 5:8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 각과 다르 며 내 길은 너희 길 과 달
라서

성경주석가들이 흔히 야곱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만 주석하는 것은 본
성경의 뜻에서 어긋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코필드 박사는 창세기의 이 대목에서 “축복을 도둑” 그리
고, “야곱은 그의 악한 일을 추수” 등의 도덕적 심판을 암시하는데, 성경
은 야곱에 대해서 그렇게 평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 대한 판단보다 축복과 사랑으로 가득차 있다.
창세기 3 2:2 8 그 사람 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 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 스
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 과 사람으로 더불 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
라
말라기 1: 2- 3 여호와께서 가 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 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 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
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 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
들을 황무케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시랑에게 붙였느니라

하나님은 창세기 15장에서 야곱과 에서가 출생하기 전에 야곱을 통해
서 메시야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고, 이 예언의 약속이 분명히 리브가와
이삭에게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장자 명분과 축복을 에서에게
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로 보여지고, 이 두 아이가
자라매 하나님의 뜻이 자연히 나타냈다. 야곱에 대해서는,
창세기 2 5:2 7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군 인고로 들사람이 되고 야
곱은 종용한 사람인고로 장막에 거하니

에서에 대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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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25: 34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 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
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1-5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가로되 내가 이
제 늙어 어느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노니 그런즉 네 기구 곧 전통과 활을 가지
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
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하나님의 야곱에 대한 약속과 야곱이 에서에게서 장자 명분을 양도받고,
에서는 그 직분을 경히 여기는 명백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에서를 축복하
고자 했던 이삭을 이해하기 힘들다.
이삭은 눈이 멀고, 나이가 적어도 100세 이상은 되었다. 쌍둥이를 60세
에 낳았다(창47:9; 41:46; 41;53; 45:11). 야곱이 부모를 떠난 후 18년이
지난 때에 요셉을 낳았기(창31:38; 30;25) 때문에, 야곱은 75세, 이삭은
135세 였으며, 이삭은 180세까지 살았다(창35:28).
이삭은 에서에게 복을 주기를 결심하고, “내가 즐기는 별미”를 가져오는
것을 조건으로 축복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삭이 리브가에게 알리지 않고
행한 일이 중요한데, 이삭의 비밀 계획이 리브가에게 알려질 때 물론 리브
가는 찬성치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았기 때문이
다.
축복 기도는 마음의 소원의 기도이다.
6-10
리브가가 그 아들 야곱에게 일러 가로되 네 부친이 네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나로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네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좇아 내가 네게 명하는 대로 염소 떼에 가서 거기서 염소의
좋은 새끼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네 부친을 위하여 그 즐기시는 별
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가져 네 부친께 드려서 그로 죽으시기 전에 네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리브가의 계획은 대담한 계획이며 남편을 속이고 두 자녀의 관계를 원수
되게 하는 일이었다.
리브가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고, 또 야곱을 사랑하여 자기
말에 순종하기를 권장했다. 이러한 대담한 일을 하는 배후의 생각을 고찰
해 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둘째는, 야곱을 더 사랑
했기 때문이며, 마지막으로, 이삭이 하나님의 계획을 역행할 때에 내릴 하
나님이 진노를 막기 위한 방책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리브가와 야곱이 행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볼 수가 없
다.
11-17
야곱이 그 모친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찐대 내가 아버지께 속이는 자로 뵈일찌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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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취하여 어미에
게로 가져왔더니 그 어미가 그 아비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 처소에 있는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취하여 작은아들 야곱에게 입
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그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에 꾸미고 그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매
야곱은 자기 어머니의 계획에 즉시 동의하지 않고 주저했다. 그러자, 리
브가는 아버지가 야곱이 거짓을 행함을 발견했을 때, 어머니가 아버지를
설득하고, 이 계획이 리브가에서 온 것이며, 모든 저주가 자기에게 임하도
록 책임지겠다고 다짐했다.
털많은 에서와 같이 자기도 염소 털로 목과 손목에 붙여 가장하고, 에서
의 옷까지 입고 이삭 앞에 나갈 때에는 아주 긴장된 순간이었다. 왜냐하면,
첫째,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요, 둘째는 에서가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거짓은 오래 못 간다. 거짓말 한번하기 시작하면 꼬리를 물고 계속 거짓
말을 하게 된다.
18-25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른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노
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야곱이 아비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
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청컨대 일어나 앉
아서 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가로되 아
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
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
를 만지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로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능히 분별치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가로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가로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네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
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영문을 모르는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을 한다고 생각하고 기도했던 것이다.
이 사실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한 것이다. 바로 이 때, 야곱이 속임수로 축
복 받게 된 것을 알고,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라고 했는데, 이것은 이
삭은 에서에게 축복한다는 것이 야곱에게 했기 때문에 떨었다기보다 하나
님의 계획을 역행하는 자신이 두려워서 그랬을 것이다.
간교한 아우 야곱이 형의 복을 빼앗았다고는 하지만, 야곱도 신령한 축복
을 사모했고, 에서는 신령한 축복인 장자 명분을 경홀히 여긴 망령된 자
(히12:6)인 육신적인 사람이었다. 그러나 야곱에 대해서는 온유한 성격의
소유자라 표현했다. 야곱이란 ‘발꿈치를 잡는 자’ 란 뜻인데, ‘앞서 가는
자를 넘어뜨리고 먼저 달려가 빼앗는다’는 뜻이다.
에서는 축복을 놓친 줄 알고 방성 대곡했다. 이것은 회개의 태도가 아니
고 신령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육신적인 일에만 몰두하여 육신적 축복을
놓친데 대해 분해서 통곡한 것이다.
리브가와 야곱이 거짓말한 것을 하나님께서 결코 옳다고 하시지 않으신다.
이들이 행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역행하는 일을 막게된 결과를 초

- 137 -

창세기43장
래한 것이다. 성경에 유사한 사건이 나오는데, 출1:15-20 에 히브리 여인
이 남자 아이를 낳으면 반드시 죽이라는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산파
들이 살린 후 임금의 질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고 기록되어 있다.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의 두
정탐군을 숨기고 거짓말한 사실을 볼 수 있다(수2:3-6; 6:25).
이들이 바른 대로 말했다면, 하나님의 많은 백성들이 희생을 당했을 것이
다. 여기서 이러한 문제를 다룰 때에 사람은 근본 부패하여 거짓말을 하지
않고, 바른 대로 말했다고 해서 결코 의로워질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들
이 그런 경우에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잘했다고 칭찬하시지도 않았다. 인
간은 근본 부패하여 우리의 일시적인 참말을 한다고 해서 거룩하게 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이 의로우시므로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를 믿는 믿음 밖에 없으며, 구약 시대는 오실 예수
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고, 신약 시대에도 오신 예수님
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예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것이다.
26-29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
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로
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
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
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기에는, 축복과 통곡의 내용이 교차하는데, 먼저 이삭의 축복 내용은
아브라함의 축복 내용과 같다.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으로, 첫째, 하늘의 축
복과 땅의 축복, 둘째, 권세의 축복, 그리고 셋째로, 하나님의 절대적 가호
가 나온다.
이삭이 에서라고 생각하고 축복하는 말의 내용을 보면,
‘네 형제들의 주가 되고 네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라고 본래적
으로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의 진술이 있고, 그 다음은, 하나님은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창 25:23)고 하며,

마지막으로, ‘네게 저주하는 자

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고 하였다.
이삭이 알지 못하고 축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여 축복하며,
그 축복이 야곱에게 임하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인간이
변개할 수 없으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이에 대한 예가 성경에 기록되
어 있는데,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다가 오히려 축복을 하게 되는
경우가 그것이고(민 23:11-12), 예수님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자기도 모르
게 예수에 대한 말이 예수의 백성을 위한 대속의 죽음을 예언한 사실도 그
와 같다(요11;49-52).
30-33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비에게로 가지고 가서
가로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
하소서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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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가로되 그런
즉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정녕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인간이 변개할 수 없다. 반드시 시간적으로 적당한
시기를 하나님께 관할하신다.
‘너는 누구냐?’의 질문은, 아버지의 심부름과 명령을 수행하고 돌아온 에
서에게는 왠지 엉뚱하게 들린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에서의 대답도 또한
엉뚱하게 들린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는, 야곱에 대한 노여움, 에서에 대한 염려

와, 그리고 자기의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
어진 것을 깨닫고, 육신적인 생각을 제해 버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계획이
그 뜻대로 이루어짐을 보는 이삭의 놀라고 두려운 심정이었다. 하나님께서
중지시키셨다.
이삭은 어떻게 할 수 없으므로, 야곱이 축복 받았음을 선언하고 만다. 이
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신령한 약속을 일시적으로 무시하고, 육
신적인 식욕을 기초로 하여 인간적인 풍습에 의하여 에서의 육신적 노력에
의한 열매로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시도한 결과는 하나님에 의해서 제거되
었다.
34-40
에서가 그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 대곡하며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삭이 가로되 네 아우가 간교하게 와서 네 복
을 빼앗았도다 에서가 가로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치 아니하니이
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가로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
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
우고 그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공
급하였으니 내 아들아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비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의 빌 복이 이 하나 뿐이리이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
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
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세상의 일시적인 육신적 쾌락이나 향락으로 바꾸
는 자의 말로 또는, 하나님의 맡겨주신 직분을 만홀히 여기는 자의 말로로
써, 에서의 통곡은 회개의 통곡이 아니고, 물욕과 권세욕의 통곡이었다. 하
나님의 신령한 축복을 만홀히 여긴 망령된 자였다. 야곱에 두 번 속았을
뿐만아니라, 영적인 면에서도 패배한 자이다. 영적인 면이 시간이 지나면
물계에 표현된다. 에서는 자신이 하나님께 대한 태도를 망각하고 육신적인
일만 생각하고 아우를 향한 분노와 갈등에 찬 통곡이었다.
즉, 에서는 신령한 축복을 망령되이 경홀히 여겨 하나님께로부터 거절 당
한 자가 눈물로 와서 애써 회복하려 했으나 실패였다.
히브리서 1 2: 16 -1 7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 여 장자의 명분 을 판 에
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 하 라 너희의 아는 바 와 같이 저가 그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 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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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축복’, 에서는 ‘후손들’이란 뜻의 이름이다. 창27:39의 킹제임스
번역이 잘못되었다. ‘The dwelling shall be away from the fatness of
the earth’에서 ‘away from’이 빠져있다. 이는 한국 성경의 번역이 잘되어
있다. ‘땅의 기름짐에서 떨어진 곳에서 거주하게 된다’는 뜻이다.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바위가 많은 돌산인 에돔에 거하게 되며,
이스라엘의 통치 아래서 항상 폭행과 전쟁 가운데 살고 있었다. 에돔은 다
윗 때까지 독립하여 오다가 다윗의 통치 아래 들어오면서 자주 반란을 일
으키는 민족으로, 일시적인 독립을 유지하다가 결국은 완전히 지상에서 사
라지고 말았다. 에돔의 마지막 사람이 로마 정부에서 책봉하여 팔레스타인
왕으로 임명받은 헤롯 왕이었다.
우리는 이곳에서 큰 교훈을 가질 수 있는데, 기독교사에서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로써, 이 세상의 한 그릇의 팥죽의 쾌락과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축복
과 바꾼 이들의 말로가 에서와 같은 자들이 많이 있다. 크리스천 부모들이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할 것을 하나님이 명하신다.
에베소서 6:4 또 아 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 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41-46
그 아비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을 인하여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왔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
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좇아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 피하여 네 형의 노
가 풀리기까지 몇날 동안 그와 함께 거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
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
에 너희 둘을 잃으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헷 사람의 딸들을 인하여
나의 생명을 싫어하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헷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면 나의 생명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란 말씀과 같이 육신적 풍습대로
생각하여 행한 이삭의 일로 리브가가 속임수로 야곱이 대신 축복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에서와 야곱이 원수 지간이 되어, 에서는 그 분함의 해결
책으로 이삭이 죽은 후에 야곱을 죽이려는 생각을 품었다.
리브가에게는 그 속임수로의 계책으로 인한 결과로써, 사랑하는 야곱을
멀리 라반에게 보내어야 했고, 죽을 때까지 두 번 다시 보지 못하는 불행
을 경험했으며,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여 남은 20년이란 생애를 가
나안 여인으로 인해 고통가운데서 살다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 사라의 묘
지인 막벨라에 묻혔다(창49:30-31).
야곱은 500마일 떨어진 하란에 있는 외삼촌인 라반에게로 가서 있는 동
안, 에서는 물질적으로 부유하게 되고, 그것을 원했던 에서는 소원 성취하
므로 그 노가 식어지게 되었다(창33:1, 4, 9)
이삭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야곱에게 진지하게 아브라함에게 약
속하셨던 축복을 빌었다. 그리고, 에서와 같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금하
고 축복하여 하란으로 보내었다. 리브가의 말대로 아내를 구하여 가정을
이루는 이야기가 28장에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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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28 장
에서의 증오로 야곱을 죽이겠다는 뜻을 전해들은 리브가는 야곱을 자기
고향 친정집의 오빠인 라반의 집으로 한동안 피신할 것을 권고하고 아내도
라반의 딸 중에서 구하도록 권장했다.
1-5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브두
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
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브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
의 오라비더라
이삭이 야곱에게 내린 축복과 지켜야할 말씀은, 아내를 라반의 딸 중에서
택하는 일을 지켜야 했다. 결혼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아내도 같은 뜻을 쫓아 함께 순종하며 나아가야 한다. 주님의 일에 있
어서 아내의 협조 없이 한다는 것은 아주 힘들다.
그리고, 2. 4절에 ‘네 자손’이란 단수로 ‘씨(seed)’라는 말씀을 사용하였
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축복이 임할 것을 의미한다.
6-9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
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
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좇아 밧단아람으로 갔
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욧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에서는 가나안 헷 족속의 여자를 아내로 받아들여 적지 않은 고통을 부모
에게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 이
일을 고쳐 보려고 이스마엘의 딸인 마할랏을 취하였으나, 이스마엘 가족들
도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효과가 없었다.
10-11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
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은 평생을 브엘세바의 집에서만 살다가 홀로 떠나, 맹수나 강도가 빈
발하는 위험한 광야의 낯선 길을 형의 분노를 피하여 고독하고도 두려워하
는 가운데서 여행의 길에 올랐다. ‘밧단아람’이란 ‘아람의 광야’란 뜻으로
지금의 시리아인데, 약 500마일의 길을 홀로 가야 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약 70마일 북쪽에 있는 ‘벧엘’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까지 아마 2-3일은 소요되었을 것이다. 여기까지 오게된 것이 어쩌다
보니 우연히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벧엘로 인도하셨다. 아인스타인
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우연에 의해서 인도하시지 않는다.’ 라
고 했다. 우리도 여기까지 온 것이 우연히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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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호에 의해서 왔다. 야곱이 알았든지 몰랐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것이다.
예레미야 1 0: 23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 이 자기 에게 있지 아니하 니 걸음
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벧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인데,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던 곳이요(창
12;8, 13:3-4), 하나님의 약속과 놀라운 영적인 세계의 장면을 체험한 곳
이다. 이렇듯 거룩한 장소가 약 1000년 후에 그 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
나게 되므로 멸망하게 된다(왕상12:28-33, 왕후23:15-17).
12-15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
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찌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
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
로 돌아오게 할찌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
리라 하신지라
야곱은 알지 못하고 벧엘에 왔으나, 그 곳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 하
나님께 경배한 곳이었다. 돌베개했던 돌이 제단의 돌인지도 모른다. 하나
님은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다.
히브리서 1:1 옛적에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
신 하나님이

꿈에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가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
르락 내리락하는 것을 보았다. 야곱의 일생 중에, 하나님께서 8번 나타나
셨는데, 이것이 첫번째 나타나심이다.
요한복음 1: 51 또 가 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 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라

천사에 대해서
1)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하늘의 영물인 천사의 대거 참여와 지대한 관
심을 볼 수 있다.
2)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나 수많은 천사들의 무리가 있다.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은혜 가운데서 성장을 지켜본
다(눅15:10, 엡3:10, 벧전1:12, 시34:7, 시91:11).
히브리서 1 2: 22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 신 하나님의 도성 인 하늘
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히브리서 1: 14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 로서 구원 얻을 후 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3) 구원 얻은 후사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하늘과 땅에서 역사한다
(왕하6:17, 대하18:18-19, 욥1:6; 2:1, 단9:21-23; 10:10-13, 막1:13,
눅22:43, 행12:11; 27:23). 하늘과 땅 사이를 신속히 나눈다(단9:21).
4)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특수한 방법으로 움직이며 운동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9에스겔10장, 계4:6-9).
하늘과 땅 사이를 연결하는 사닥다리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시다.
요한복음 1: 51 또 가 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 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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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3:1 3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에베소서 4: 8- 10 그 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에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
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 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 곳으로 내
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 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
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 예수 안에서 육신을 떠난 영혼은 주께로 간
다(하늘 나라). 즉,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다.
빌립보서 1: 23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 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
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고린도후서 5: 8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 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
것이라

천사가 옹위하여 사다리 위로 지상에서 하늘 나라로 간다.
누가복음 1 6: 22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 브라함의 품에 들 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의 자손(seed, 단수가 사용됨을 주의, 메시야)과 땅
에 대하여 미래의 축복을 하셨다. 야곱은 당장의 축복을 기대했던 것이고,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했는지는 미지수이
다.

당시의 야곱에 대한 주님의 축복 내용
1) 내가 너와 함께 있고,
2)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3)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돌아오게 할찌라,
4)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16-22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
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
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베개하였
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벧엘이라 하
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
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
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
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호와가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깨닫지 못하였도다’ 이 말씀에서 깨
닫는 교훈은, 우리는 가장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한 그 자리에 하
나님이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 그래서,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
이다’라고 했다. 또한, 이곳을 ‘벧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다.
이에 대한 야곱의 반응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니 하나님을 섬기며
십일조를 바치겠다고 서약했다.

창세기 29 장
야곱의 연애생활
가나안 집을 떠난 지 20년, 그가 집을 떠날 때는 약 75세였으나 95세
가 될 때까지 파란 곡절이 많은 동시에, 라헬과 연애하여 결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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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했던 여인은 ‘라헬’ 하나인데, 원치 않았던 3여인을 더 얻게 되었다. 그
때의 나이를 반으로 본다면, 오늘날 젊음의 나이와 비슷하게 되는 것이다.
야곱은 형을 속인 죄로 벌을 받아서 타향살이를 한다고 주석한 자들이 있
으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아름다운 아내도 만나게 되고,
또 12자녀들도 얻게 되며 많은 재물을 쌓게 되어 거부가 되었다.
1-12
야곱이 발행하여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웠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물을 양떼에게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구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양
에게 물을 먹이고는 여전히 우물 아구 그 자리에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형제여 어디로서뇨 그들이 가로되 하란에서로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가로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
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가로되 평안하니라 그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가로되 해가 아직 높은즉 짐승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뜯기라 그들이 가로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떼가 다 모이
고 목자들이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
이 그들과 말하는 중에 라헬이 그 아비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침
이었더라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서
우물 아구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
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그의 아비의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
들됨을 고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비에게 고하매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순적히 만나게 된 것처럼, 야곱도
바로 라헬을 만나게 되어 그의 미모에 반했고, 또 그가 자기가 찾고 있던
외삼촌 라반의 딸임을 알고 감격의 통곡을 하였다.
아람 방언이 애굽에서부터 시리아까지 통용어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
고, 야곱은 히브리 방언과 아람 방언을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라반도 반가이 생질인 야곱을 영접하였다.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하는
일은 순조로이 풀리게 됨을 볼 수 있다.
13-19
라반이 그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고 자
기 집으로 인도하여 들이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고하매 14 라
반이 가로되 너는 참으로 나의 골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달을 그와 함께
거하더니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의 생질이나 어찌 공으로 내 일
만 하겠느냐 무엇이 네 보수겠느냐 내게 고하라 라반이 두 딸이 있으니 형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연애하므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
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칠년을 봉사하리이다 라반이 가로되 그를 네게 주는 것
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첫째 딸인 ‘레아는 안력이 부족하고’라고 기록되어 아마 레아가 눈이 나
쁘다고 주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색깔이 조금 푸르거나
여성적인 강한 미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상상되며, 하란의 남자들이 라반의
마음에 들지 않아 노처녀로 늙어 가는 중에 야곱이 나타났다.
둘째 딸, 라헬은 아마 특출난 예쁜 몸매에다가 그 눈이 아름다워 야곱이
첫눈에 사랑에 빠졌는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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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야곱은 첫 눈에 라헬에게 반하여 연애하게 되었으므로,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봉사하기로 선언했다.
라반이 말하기를 ‘네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남으니 나와 함
께 있으라’하였으나, 속으로는 큰 딸을 떠맡길 계획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야곱은 라헬에게 반하여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다.
20-24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칠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칠년을 수일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
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
하고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라반이 레아를 라헬 대신에 야곱에게 아내로 주었다. 얼굴을 베일로 가리
웠으므로 알 수 없고, 캄캄한 밤이라 분별할 수 없었으니, 아침에 밝은 때
에야 속은 줄을 알고 라반에게 항의했다.
야곱이 레아를 취할 때, 라반은 여종 실바를 레아에게 주었다.
25-30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께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
이 나를 속이심은 어찜이니이까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이를 위하여 칠일을 채우라 우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그를 위하여 또 칠년을 내게 봉사할찌니라 야곱이 그대로 하
여 그 칠일을 채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내로 주고 라반이 또 그 여종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로 들어갔
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칠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더라
첫날 밤은 레아나 라헬에게 자세한 설명은 없으나 아주 어려운 날이었을
것이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레아인 것을 안 이 일은 즉, 라반이 자기를 속인
일은, 자기가 형 에서를 속인 일과 유사하다.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
했듯이, 야곱은 라헬인 줄 알고 밤새껏 사랑했을 것이다. 이 일은 부모에
의해서 진행되었고, 또 이 사건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 받을 자라고 정당
화했듯이, 라반도 이 동네의 풍습은 큰 딸이 먼저 시집가야 한다고 정당화
했다. 값진 교훈이 생각나는데,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의 죄는 반드시
우리를 따라 다닌다.
야곱은 레아에게 고통 주기를 원치 않았고, 단지 사랑하는 라헬을 구하기
위하여 요청했을 때, 라반이 7년을 더 일하도록 강요하였다. 그러자 야곱
은 동의하고 본의 아닌 다처부가 되었다. 다처 제도는 가정 문제를 많이
일으키게 한다.
그러나, 라반은 라헬도 야곱에게 7일 후에 주었고, 여종 빌하를 함께 주
었다.
야곱은 라헬을 더욱 사랑했으나 레아도 사랑하기를 배웠다.
31-35

- 145 -

창세기43장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
였더라 레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가로되 여호
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권고하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
였더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의 총이 없음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도 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잉태하
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가 그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생산이 멈추었더라
야곱이 열 두아들을 낳고, 한 딸을 낳게 된다. 열 두지파를 형성하며, 네
째인 유다의 후손으로부터 메시야가 태어난다.
라헬은 사라나 리브가와 같이 오랫동안 아들이 없었다. 이는 하나님의 뜻
으로 그들이 기도할 때까지는 주시지 않았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고, 레아를 미워하지는 않았지만 편애가 있었음은
분명하다.
하나님은 레아가 싫어 버린 바됨을 보시고, 혹은 총이 없음을 보시고 태
를 여셨다.
야곱은 레아와 더욱 시간을 많이 가지게 되어 4명의 아들을 낳았다. 첫째
가 르우벤(‘보라 아들이라’)이고, 둘째는 시므온(‘들으심’), 셋째는 레위(‘연
합함’), 그리고 넷째가 유다(‘찬송함’)였다. 메시야가 유다의 후손을 통해서
오신다.

창세기 30 장
1-8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
게 노를 발하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라헬이 가로되 나의 여종 빌하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를 인하여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 시녀 빌하를 남편에게 첩으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빌하가 잉
태하여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라헬이 가로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
려고 내 소리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이름을 단이
라 하였으며 라헬의 시녀 빌하가 다시 잉태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매
라헬이 가로되 내가 형과 크게 경쟁하여 이기었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
였더라
라헬은 레아가 아들을 넷이나 낳아 득의함을 보고 분노를 야곱에게 터트
렸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라고 했을
때, 야곱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며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며 노
를 발했다. 세상의 일로 하나님과의 사귐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고 부부간
의 사이도 멀어질 가능성이 있음을 항상 조심해야 하며 아내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헬은 몸종 빌하를 야곱에게 보내어 아들을 낳게 하였다. 마치 사라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넣어 이스마엘을 낳은 일과 같았다. 여기에서, 다섯
째, 단(‘억울함을 푸심’)이 태어나고, 여섯째인 납달리(‘경쟁을 하여 이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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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 더하여진다.
9-13
레아가 자기의 생산이 멈춤을 보고 그 시녀 실바를 취하여 야곱에게 주어 첩을
삼게 하였더니 레아의 시녀 실바가 야곱에게 아들을 낳으매 레아가 가로되 복
되도다 하고 그 이름을 갓이라 하였으며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을 야곱
에게 낳으매 레아가 가로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
고 그 이름을 아셀이라 하였더라
레아가 또 자기 몸종 실바를 야곱에게 넣어 아들들을 낳게 했다. 여기에
서 낳은 아들들의 이름은, 일곱째로 갓(‘복됨, fortunate’)이고, 여덟째는
아셀(‘기쁨, happy’)이다.
14-16
맥추 때에 르우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환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
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형의 아들의 합환채를 청구하노라 레아가 그에게 이르
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환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가로되 그러면 형의 아들의 합환채 대신에 오늘 밤에
내 남편이 형과 동침하리라 하니라 저물 때에 야곱이 들에서 돌아오매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환채로 당신
을 샀노라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레아가 합환채를 라헬에게 주고 야곱을 빌렸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축복
으로 잇사갈을 낳았다. 장자 르우벤이 아마 7세쯤 되었을 때, 들에 나가서
합환채를 얻어 어미 레아에게 주었다.
합환채(Rhubarb herb, mandrake)는 작은 오렌지 색깔을 가진 딸기와 같
은 열매이다. 이것이 고대적에 최음제로, 다산을 시키는 약제로 믿었다. 현
재 서양에서 ‘사랑의 사과,’ 혹은 ‘5월의 사과’라는 말로 표현한다. 또, 마
약 및 토하게 하는 약으로 쓰인다. 이것을 레아나 라헬이 원함은 더욱 생
산을 하기 원하는 소원 때문이다.
야곱은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부인인 두 자매의 결정에 쾌히 따르기로 했
다.
17-21
하나님이 레아를 들으셨으므로 그가 잉태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은지
라 레아가 가로되 내가 내 시녀를 남편에게 주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그 값을
주셨다 하고 그 이름을 잇사갈이라 하였으며 레아가 다시 잉태하여 여섯째 아
들을 야곱에게 낳은지라 레아가 가로되 하나님이 내게 후한 선물을 주시도다
내가 남편에게 여섯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그가 나와 함께 거하리라 하고 그
이름을 스불론이라 하였으며 그 후에 그가 딸을 낳고 그 이름을 디나라 하였더
라
레아가 또, 두 아들과 한 딸을 낳게 된다. 그 이름은 아홉째로 잇사갈
(‘값’)이고, 열번째는 스불론(‘나와 함께 거함’)이다. 그리고, 딸 디나를 낳
았다. 야곱은 많은 아들을 낳은 후에 딸을 낳아 기뻐했고 남자 형제들도
무척 사랑했다(창세기 34장).
22-24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여신 고로 그
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가로되 하나님이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 하고 그

- 147 -

창세기43장
이름을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함이었더라
라헬이 열 한번째 아들인 요셉(‘더 함’)을 낳았다. 라헬에게 큰 기쁨을 준
고로 라헬이 말하기를 ‘나의 부끄러움을 씻으셨다’라고 말했다.
25-28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내 본
토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께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
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
게 여기거든 유하라 또 가로되 네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고향에 갈 소원이 생겼다. 27절에 보면, 라반이 말하기를 ‘여호와
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주신 줄을 깨달았노니’라고 했는데, 여기에 사용
한 히브리어는 ‘nachash’로, 그 뜻이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으로 부해짐
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야곱이 자기 양을 치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복주심
을 라반의 경험으로 알았다.
29-34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짐승
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
성하여 떼를 이루었나이다 나의 공력을 따라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
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어느 때에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라반이 가로되 내가 무
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가로되 외삼촌께서 아무 것도 내게 주실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로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와
검은 자를 가리어 내며 염소 중에 점 있는 자와 아롱진 자를 가리어 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나면 나의 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
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나의 표징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
한 자나 점이 없는 자나 양 중 검지 아니한 자가 있거든 다 도적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라반이 가로되 내가 네 말대로 하리라 하고
라반은 자신만을 생각하고 야곱을 생각하지 않았다. 야곱이 자신의 일의
품값을 요청하고, 자신의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라반에게 제안하였다.
35-36
그 날에 그가 수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자와 점 있는 자를 가리고 양중의 검은 자들을 가려 자기 아
들들의 손에 붙이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 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
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염소 중에 점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어 이것이 내 삯이 되겠다.
그리고, 양,중에는 검은 것들을 자기 것으로 삼겠다’라고 제안했다.
자기 양 떼들은 자기 아들들에게 붙이고, 3일 길이 뜨게 하여 야곱은 라
반의 남은 양떼를 쳤다.
37-43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취하여 그것들의 껍질
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유
에 세워 양떼에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배니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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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새끼를 배므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
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와 검은 빛 있는 것으로 라반의 양과 서로
대하게 하며 자기 양을 따로 두어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실한 양이
새끼 밸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으로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배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약한 자는 라반의 것이 되고 실한 자는 야곱의 것이 된지라 이에 그 사람이 심
히 풍부하여 양떼와 노비와 약대와 나귀가 많았더라
이것은 야곱의 잔꾀가 아니고, 하나님의 유전 인자에 대한 역사로 새끼를
밸 때에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가지를 벗겨 흰무늬를 낸 것을
물구유에 세워 보게 하여 얼룩진 것들과 점있고 아롱진 것을 생산하게 되
었다.
‘새끼를 배니’의 히브리어는 ‘yacham, 야참’인데, 이는 ‘ 발정할 때’란 뜻
이다.
그 결과 야곱은 심히 부한 목장을 갖게 되었다.

창세기 31 장
1-3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
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
라
‘귀향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나? 이는 세가지의 내용으로
살펴 볼 수 있다. 첫째는, 야곱의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고,
창세기 3 0:2 5 라헬이 요셉을 낳은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 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
향 내 본토로 가게 하 시되

둘째는, 환경이 그러한 방향으로 되었는데, 그 이유는 야곱이 라반보다
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31: 2 야 곱이 라반 의 안색 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 과 같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세 번째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창세기 31: 3 여 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 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4-9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
할찌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
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
삯을 열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
게 하셨으며 그가 이르기를 점 있는 것이 네 삯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의 낳은
것이 점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네 삯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의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이제 야곱은 아내인 라반의 딸들에게 장인의 자기에 대해서 품삯을 열번
이나 변개하는 공평치 못한 일을 설명하고, 자기의 쌓은 부는 자기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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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10-13
그 양떼가 새끼 밸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
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
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가라사대 네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벧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은 계속하여 자기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일을 자기 아내들에게 설명
하는데, 꿈에 양떼를 탄 수양은 모두 얼룩지고 아롱진 것을 보여 주시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여주셨으며, 장인인 라반의 불의한 일을 하나님이
다 보셨주셨고, 거기에다가 20년 전에 하나님의 약속을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서원한 벧엘을 하나님께서 상기시키시며 거부가 되여 평안히 귀향할
것을 말씀하셨다.
두 아내들은 야곱을 사랑했고 야곱의 말을 따라서 떠나기로 결심했다.
14-16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
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
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
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라반의 행위가 딸들과 손자들을 외인처럼 취급하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야곱이 부하게 된 것을 감사히 생각하며 야곱을 따르기로 했다.
17-24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쌔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
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
망한지 삼일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
느리고 칠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
셨더라
야곱은 가족들과 종들과 짐승 떼를 이끌고, 메소포타미아 평야를 떠나 유
부라데 강을 건너 가나안의 동쪽에 있는 길르앗산까지 갔다. 도보로 걸어
서 하루 30마일을 갈 수 있다. 그러나 어린 자녀들과 짐승들과 천천히 걸
어가면 아마 하루에 15-20마일 정도 밖에 걸을 수가 없을 것이다. 이미
라반과 3일 길의 거리를 둔 자리에서 길르앗 산까지 가려면 약 10일은 걸
었어야 했을 것이다.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간 사이에 떠났고, 라헬은 드라빔을 도적질하여 나
왔다. 드라빔은 우상인데 이것을 가진 자에게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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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행위로 분명히 우상 숭배 사상의 행위이다.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알기는 알았으나, 우상을 섬기고 미신을 믿는
자였음을 볼 수 있다. 라헬도 라반에게 영향을 받아서 먼 타향을 여행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보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미신적인 마음에서 드
라빔을 훔친 것으로 보인다.
양털 깎는 일은 일종의 축제로써 간단히 중지시킬 수 없는 상태에서 야곱
의 떠난 소식을 들은 라반과 그 아들들이 분노에 찼으나 어찌할 도리가 없
어서 며칠을 더 지연했을 것이다.
라반은 300 마일이나 되는 거리를 7일만에 도착했으며, 마음 속으로 야
곱의 모든 소유를 빼앗고 반항할 경우에는 죽이기까지 할 것을 결심하고
아들들과 종자들을 거느리고 갔다. 그것을 아신 하나님은 야경 중 꿈에 라
반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그를 보호하고 있으니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도 하
지 말라고 경고하셨다.
25-30
라반이 야곱을 쫓아 미치니 야곱이 산에 장막을 쳤는지라 라반이 그 형제로 더
불어 길르앗산에 장막을 치고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내게 알리지 아니
하고 가만히 내 딸들을 칼로 잡은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
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으며 나로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느냐 네 소위가 실로 어리석도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제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
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네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가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하였느냐
라반은 그 이튿날 야곱에게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본심이 아닌 거짓 연
설을 늘어 놓았다. ‘딸들과 자식들에게 작별 인사도 않고 갔느냐?’는 본심
에 없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든 자들이 다 알고 있었다. 하나님이 두
려워서 감히 본심을 말하지 않고 난데 없이 ‘왜 내 신을 도적질 해갔느
냐?’ 라고 물었다. 하나님을 섬기는 야곱이 이러한 것을 훔칠 사람이 아닌
것을 모두 아는 바이다.
31-32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말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은 뉘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의 것이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취하소서 하니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적질한 줄을
알지 못함이었더라
모든 자들이 모여 있는데서 자기의 뜻을 피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내가 조용히 나온 이유는 외삼촌이 강제로 처자들과 재산을 빼앗을까 두려
워함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드라빔이나 외삼촌의 훔친 물건은 그때 당시에
함무라비 법전에 의하여 처리되기를 요구했다. 야곱은 드라빔을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몰랐다.
33-35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
어갔으나 찾지 못하고 레아의 장막에서 나와 라헬의 장막에 들어가매 라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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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드라빔을 가져 약대 안장 아래 넣고 그 위에 앉은지라 라반이 그 장막에서
찾다가 얻지 못하매 라헬이 그 아비에게 이르되 마침 경수가 나므로 일어나서
영접할 수 없사오니 내 주는 노하지 마소서 하니라 라반이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얻지 못한지라
라헬이 약대 안장에 숨기고 경수가 있다 하여 위기를 모면했다. 야곱은
이를 알지 못했다.
36-42
야곱이 노하여 라반을 책망할쌔 야곱이 라반에게 대척하여 가로되 나의 허물
이 무엇이니이까 무슨 죄가 있기에 외삼촌께서 나를 불같이 급히 쫓나이까 외
삼촌께서 내 물건을 다 뒤져 보셨으니 외삼촌의 가장집물 중에 무엇을 찾았나
이까 여기 나의 형제와 외삼촌의 형제 앞에 그것을 두고 우리 두 사이에 판단
하게 하소서 내가 이 이십년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
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수양을 내가 먹지 아
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스스로 그
것을 보충하였으며 낮에 도적을 맞았든지 밤에 도적을 맞았든지 내가 외삼촌
에게 물어 내었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
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내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이십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십 사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육년을 외삼촌을 봉
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열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우리 아버지의 하
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
더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수로 돌려 보내셨으리이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감찰하시고 어제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라반의 수색이 실패했을 때, 야곱은 외삼촌의 불의하게 대한 일을 책망했
다.
양이 맹수에게 찢겼을 때에 목자가 그 부분을 가져가면 대게 주인이 담당
하게 되는 것이 통상의 예인데도, 야곱은 그 손실을 자기 양으로 보충해
왔다. 기온의 차가 심한 지방에서 20년간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외삼촌
의 양을 위해서 6년을 일한 야곱에게 공수로 돌려 보내려는 라반에게서
보호하신 하나님께 야곱은 영광을 돌렸다.
43-47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
떼는 나의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날 내 딸들과 그 낳
은 자식들에게 어찌할 수 있으랴 이제 오라 너와 내가 언약을 세워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취하여 무더기를 이루매 무리
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두다라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칭하였으니
라반은 야곱의 말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래서, 말의 방향을 바꾸
어 딸들과 손자들에게 평화로운 작별을 하기로 결심했다
라반은 야곱과의 언약을 맺기 위해서 돌 무더기를 세웠다.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할두다,’ 아람 말로 ‘증거의 무더기’라 했고, 그러나 야곱은 ‘갈르
엣’이라고 말했는데, 이 또한 ‘증거의 무더기 (Heap of Witness)’라는 히
브리 말이다.
4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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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반의 말에 오늘날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칭하였으며 또 미스바라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우리 피
차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감찰하옵소서 함이라 네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취하면 사람은 우리와 함께 할
자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증거하시느니라 하였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나 사이에 둔 이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
어 네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네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
서 해하지 않을 것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
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매 야곱이 그 아비 이삭의 경외하는 이를 가
리켜 맹세하고
‘미스바’라는 말은 “우리 피차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감찰하소서”란 뜻인데, 크리스천들이 미스바 축도라 하여 그 뜻을 잘못 이
해하고 사용하고 있다. 이는 라반의 뜻이 축복하기 위한 뜻이 아니고, 야
곱이 강성할 때 자기를 해하지 않기를 약조하는 소위 불가침 조약이다. 나
홀의 하나님이란 자기 지역에서 섬겼던 우상 신을 말하며, 야곱은 이러한
신학적인 혼돈을 밝히려 하지 않고 이삭의 경외하는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
했다.
‘아내를 학대하지 말며 첩을 얻지 말라’는 말을 라반이 하는데, 야곱에게
첩을 두게 한 자가 바로 라반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는 매우 흥미로운 주
문이 아닐 수 없다.
54-55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경야하고 라반이 아침에 일찌기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감사하여 제사를 드리고, 라반은 딸들과 손
자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사뭇 후회를 했을지 모
르나, 야곱에게 사과를 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

< 교훈>
라반은 하나님을 알았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심을 보
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지만, 그는 세상적이요, 탐욕이 가득한 사람이
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야곱이 받았던 물질 만을 탐한 자였다. 그러나
물질도 얻지 못하고 자식들의 마음도 잃고 말았다. 그의 생활은 하나님의
경고에 늘 부닥친 자신 숭배의 사람이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알고 그의 능력을 체험하면서도 자신의 탐욕과 자신
의 영달을 위해서 살며, 하나님에 대한 전혀 무관심한 자들이, 바로 라반
과 같은 자들이다.

창세기 32 장
가나안 의 야곱
야곱의 두 적은 ‘라반’과 ‘에서’였다. 하나는 가나안 속에 있고, 하나는
가나안 밖에 있었다. 믿는 자로 말한다면, 외적인 세상과 내적인 육신의
옛 사람이라고 비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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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은 라반과의 다툼에서 승리하고 미스바의 파수탑을 뒤에 두고 길르
앗 산을 통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 왔을 때, 더 무서운 적을 대면해야
될 형편에 놓여짐을 깨달았다. 그의 어머니가 형의 노가 식어지면 사람을
보내겠다고 하셨으나(창27:45), 20년 동안 한번도 소식이 없는 가운데 어
머니는 병들어 세상을 떠났고, 형 에서는 아직도 살기 등등한 복수심에
차있음을 짐작하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살아 계시다는 말은 들
었으나 너무 늙었고,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는 알 수가 없는 형편에서 가
나안 땅에 들어가면 위험을 직면할 가능성을 앞둔 야곱이었다.
1-2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
더라
이미, 야곱이 두려움에 쌓였을 때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위로하시던 하
나님이시다. 벧엘에서 하나님을 만나듯이, 여기서도 하늘의 군대를 만나
위로와 용기를 얻었다.
자기의 몇 안되는 종자들과 에서의 대군대와는 비교할 수가 없으므로 야
곱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을 때, 야곱은 ‘마하
나임’이라 불렀다. 그 뜻은 ‘두 무리’란 뜻이다. 하나는 ‘자기의 무리’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군대’란 뜻이다. 자기의 무리는 미약하나, 하나님의
군대는 막강하며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야곱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
대를 보게 하심은, 마치 엘리사에게 그 영안을 열어 하늘의 군대를 보게
하심과 유사하다(왕하6:16-17). 이 하나님의 군대는 ‘능력의 천사들’(살후
1:7)이며,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시편 103:20)고 기록되어 있고, ‘모든 천
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
니뇨’(히브리 1:14)라는 정의가 나타나 있다.
뒤에는 라반의 무리를 두고, 앞에는 에서의 무리를 맞아야 하는 두려움에
서 야곱에게 하늘의 군대를 하나님이 보여 주심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다시금 기억나게 하신 것이다.
히브리서 1 3:5 - 6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 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 기
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
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 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
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3-8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사자들을 자기보다 앞서 보내며
그들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는 이같이 내 주 에서에게 고하라 주의 종 야곱
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에게 붙여서 지금까지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
떼와 노비가 있사오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고하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더라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가로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사백인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
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 한 종자와 양과 소와 약대를 두
떼로 나누고 가로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은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에서가 자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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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어, 사환을 보내어 에서와 대면해 만나는 것이 절대로 필요했다. 세일땅
은 호리 족장의 이름을 따서 명명했고(창36:20), 에돔은 에서의 별명이다
(창25:30).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에서를 ‘내 주께’라고 부르라고 부탁했다. 아버지의
축복이 정치적인 통치로 판단한 에서에게 야곱은 자기가 에서를 주로 모시
겠다는 태도로써 정치적 통치에 대한 흥미가 전혀 없음을 피력하고, 자기
가 라반에게서 거부가 되었으니 형님께 선물을 드리므로 분노를 완화시키
므로 화친할 것을 기대했다.
에서는 야곱에 대한 분노가 좀 식기는 했으나 야곱이 가나안으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이 큰 군대를 거느리고 에서를 복종시키려 하지 않나 하
는 의심도 가지고 자기가 세일땅에서 거느린 군대 400인을 인솔하여 야곱
을 맞기로 했다.
야곱은 에서가 400인의 군대를 거느리고 온다는 소문을 듣고, 자기의 무
리를 둘로 나누어 에서가 한 무리를 칠 때에 다른 한 무리는 도망할 수 있
도록 작전을 세웠다.
9-12
야곱이 또 가로되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
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
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리를 조금이라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
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떼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
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옴은 그가 와서 나
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네게 은혜
를 베풀어 네 씨로 바다의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은 두려움에 쌓여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 보면, 첫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기도했다. 우리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
씀에 기초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해야 한다. 둘째, 겸손한 태도
로 에서의 손에서 보호해 주실 것을 기도했다. 셋째, 하나님의 축복이 자
기의 좋은 점이 있어서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
했다.
그러나, 단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과 합하지 않을 때는 결코 기도가 응답
되지 아니한다.
13-20
야곱이 거기서 경야하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
소가 이백이요 수염소가 이십이요 암양이 이백이요 수양이 이십이요 젖나는
약대 삼십과 그 새끼요 암소가 사십이요 황소가 열이요 암나귀가 이십이요 그
새끼나귀가 열이라 그것을 각각 떼로 나눠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 종들에게 이
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떼로 상거가 뜨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
게 부탁하여 가로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엣 것은 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
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세째와 각 떼를 따라가는 자에게 부탁하여 가로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
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고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의 생각에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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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으리라 함이었더라
형 에서도 야곱이 받은 축복의 내용이 동생이 형을 다스리는 것이었으므
로, 혹시 자기를 누르고 ‘모든 것을 뺐지는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었을 것
이며, 자기의 축복을 거짓으로 빼앗아간 것에 대한 분노로 야곱에게 어떻
게 대할는지 모르는 미지수의 형의 마음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만나기 전에
많은 짐승으로 선물을 보내었다.
선물의 내용이 짐승의 수가 약 580마리나 되는데, 다섯 무리로 나누어서
먼저 염소, 양, 약대, 소, 나귀 순서로 거리를 두고 에서에게로 갔다.
에서의 마음이 어쨌던 야곱은 형님과 화평한 가운데 만나기를 원했으며,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마음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라반의
손에서도 무사히 보호하셨으며 오는 길에 ‘마하나임, 하늘의 군대’를 만나
게 하시어 더욱 용기와 확신을 가지고 에서를 대하는 야곱의 마음이었다.
종들에게 에서를 향하여 ‘주의 종, 야곱’이라고 불러 자신이 다스리는 자
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겸손한 태도로써 형이 가지
고 있는 오해를 풀어주고, 야곱이 진정으로 형을 사랑으로 접견하기를 원
하는 표시를 하려고 하였다.
21-23
그 예물은 그의 앞서 행하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경야하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열 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나루를 건널쌔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얍복강은 갈릴리 바다와 사해를 연결하는 요단강의 중간 지점에서 요단강
동쪽에서 흘러 들어오는 지류 강이다.
자기의 전 소유와 모든 가족들을 강을 건너 남쪽으로 옮김은 에서의 공격
의 가능성을 피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만나 하나님의 축복으로
모든 일이 아름답게 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태도이다.
야곱은 가족과 재산을 남쪽으로 옮긴 후, 자신은 다시금 북쪽으로 건너
와서 에서를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것이다.
24-32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
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
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
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
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
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
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내일 형 에서를 만날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형편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께 매달리는 일 밖에 없었다. 얍복이라는 말에는 ‘씨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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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

(Wrestler)’라는 뜻이 있다. 야곱이 놀라운 경험을 한 곳으로, 나중

에 이 강의 이름을 ‘얍복’이라고 한 것 같다.
‘어떤 사람이...’ 이는 누구겠는가? 천사 보다 더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나중에 ‘내가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하였으나 죽지 않았다’고 말했기 때문
이다. 이 분은 다름 아닌 육신을 입으시기 전의(도성인신 - 육을 입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셨다. 호세아의 글에서 야곱에 대해서 기술한
사실을 보면,
호세아 12: 3- 5 야곱은 태에서 그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장년에 하나님과 힘을
겨루되 천사와 힘을 겨 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 으 며 하나님은 벧엘에서
저를 만나셨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 니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
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니라

야곱은 천사(예수님)와 씨름할 때에 그가 자기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
했다. 그러나 축복을 하지 않았을 때에 두려움과 의심의 안개가 자기를 불
안하게 하였으니 야곱은 그 천사를 놓지 않고 해가 뜰 무렵에 이르도록 간
절히 꽉 붙잡고 축복 내려 주시기를 애걸 복걸하였다.
여기서, 야곱의 기도의 특징을 살펴 보면, 첫째로 야곱의 간절한 눈물의
간구를 볼 수 있고, 둘째는,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에서 보는대로
끈질긴 지구성이 있고 응답 받을 때까지 포기치 않는 기도임을 알 수 있으
며, 셋째로는, 하나님은 간절하고도 지구성 있는 기도를 기뻐하심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은 영원한 것이다. 그 계획
에 따라 야곱이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누가복음 1 8:7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 희에게 오 래 참으 시겠느냐
누가복음 18: 1 항상 기도 하고 낙 망치 말아 야 될 것을 저희에 게 비유로 하여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치므로 환도뼈가 위골 되었다. 대퇴골의 관절이
위골 된 것 같다. 이는 야곱에게 하나님과의 경험을 기념하여 항상 기억
나게 함이며, 육신의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신령한 사람이 되
는 증거이다. 결국,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가 되는 것이다.
천사가 이름을 물으니 ‘야곱’이라 하였다. 이는 ‘뒤꿈치 잡이(Supplanter)’
라는 뜻인데,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였
다.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뜻이다. 하나님을 이긴 것이 아니
고,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이 이름이 3700년간 계속 되어 내려오고
있다.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Sarah-El’이란 이름에서 유래하였음으로 ‘하
나님과 함께한 왕자’이며, ‘Sarah’란 뜻이 왕자로서 ‘싸움’ 혹은 ‘통치’라는
뜻이 있음으로 ‘능력을 가진 왕자’란 뜻도 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
대한 특성을 증거하신 것이다.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야가 태어날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야곱을 택하시
고, 그의 눈물의 간구와 끈질긴 기도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셔서 하
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자로 축복을 하셨다. 그리하여 인류 구원의 하나

님의 계획하신 나라가 야곱을 통해서 시작되고, 온 인류가 이로 통하여서
축복 받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은 실제로 육신적인 경험으로 절게 되었으며, 이는 ‘내가 약한데서
온전하게 되는’ 진리이다(고후12:10).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란 뜻이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으나
죽지 않고 살았다’고 했다(출33:20; 딤전6:16). 야곱이 ‘브니엘(Peniel)’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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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했으나, 나중에 잊어버리게 되었다가 왕국이 나뉜 뒤에 기억 한 바가
되어서 이름이 조금 변경되어 ‘부느엘(Penuel)’이라 불렀다(왕상12:25).
아침에 동이 터서 가족들과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힘을 얻어서 에서
를 만날 준비가 되었다.

창세기 33 장
형 에서와의 대면
형 에서는 야곱이 어떠한 마음으로 자기를 대할 것인지를 알 수 없었고,
야곱도 형과 헤어질 때에 자기를 죽이겠다는 마지막 말만 들었던 상태이
므로 이 둘 다 불안한 가운데서 에서는 400인의 무장 군대를 이끌고 달
려오고 있는 중이나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축복 기도를 받은 후이므
로 두려움이 없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될 것을 확신했다. 이는 마치, 한
나가 기도 후에 수색이 없음과 같다(삼상1:8).
1-7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사백인을 거느리고 오는지라 그 자식들을 나누
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과 그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
되 몸을 일곱번 땅에 굽히며 그 형 에서에게 가까이 하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
를 맞아서 안고 목을 어긋맞기고 그와 입맞추고 피차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 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가로되 하나님
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이니이다 때에 여종들이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 자식으로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
로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야곱은 400인을 거느리고 오는 에서를 보고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로 뒤
에서부터 모자들을 세우고 자기는 앞서 나아가 에서에게 일곱번 절을 하였
다(고고학 발굴 Tell el Amarna에 보면 왕에게 나아갈 때는 7번 절을 하
는 풍습이 있다.). 야곱이 절을 한 것은 종으로서가 아니고, 그 지역의 통
치자에게 예를 표하는 뜻이다. 놀라운 상봉이 일어났다. 에서는 동생을 맞
나는 기쁨을 금하지 못하고 그를 껴안고 입맞추니 피차 울게 되었다.
여기에서 우리는 기도의 위력을 볼 수 있다. 살인적인 마음을 사랑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에서에게 자기 부인들과 자식들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
들이라고 했다.
8-11
에서가 또 가로되 나의 만난 바 이 모든 떼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가로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
니 네 소유는 네게 두라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
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하
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청컨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
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하매 받으니라
에서도 물질적 소유가 풍부했고 야곱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게 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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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셨다. 야곱은 형제가 서로 화해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선물을 드린 것이
다. 형 에서도 선물을 기쁨으로 받았고, 그 얼굴이 기쁨으로 환히 밝아지
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며, 야곱에게 내려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다.
9절에서 에서가 ‘족하다’하며, 히브리 말 ‘I have much [rab, 랍]’을 사
용하였고, 야곱도 11절에 ‘족하다’라고 했으나, ‘I have everything [kol,
콜]’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는 에서의 소유는 야곱보다 더 많았음을 의
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야곱은 샘솟는 것같이 넘치는 하나님의 축복의 근
원임을 의미하여 ‘모든 것이 있다’라고 말했을 것이다.
에서는 동생 야곱의 진정한 동기를 보고 참된 쌍둥이 형제간의 화해를 이
룩하는 뜻에서 야곱의 선물을 쾌히 받았다.
12-17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
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
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
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네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 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 날
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숙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
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고로 그 땅 이름을 숙곳이라 부르더라
에서의 동반의 요구를 야곱은 유약한 부녀자들과 새끼밴 짐승들 때문이라
부드럽게 사양하고 종자를 남겨두겠다는 형의 호의도 사양하고 작별을 나
누고 헤어졌다. 그래서,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집과 짐승의 움막
을 짓고 그 곳에서 일시적으로 머물었다. 그곳을 ‘숙곳’(‘막들’이라는뜻)이
라 불렀다. ‘숙곳’이란 말이 여호수아(수13:27)와 기드온(삿8:5-16)의 이
야기에서 나오며, 아마 약복강 북쪽 요단 강 동쪽에 목양하기 좋은 초원이
있는 곳일 것이다.

얍복강, 숙곳, 세겜의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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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0
야곱이 밧단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
을 치고 그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은 일백개로 사
고 거기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라 하였더라
야곱은 숙곳에 잠간 머물다가 요단강을 건너 세겜 골짜기에서 천막을 치므
로 밭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
되었다(창28:15, 31:3). ‘세겜’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 왔을 때
처음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곳이다.

세겜( 등 혹은 어깨란 뜻이다)
1. 세겜은 비옥한 땅으로 여기에서 우물도 파고(요한 4:6), 이 도시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후손이 뿌리를 내리게 된다. 그리심산의 영역에 위치
하고 있다. 나중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가까이 있다.
2. 야곱이 세겜에 도착했을 때, 히위족속의 족장 하몰의 아들이 세겜이
다.
3. 므낫세에 있는 도시며,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의 골짜기에 위치하
고 있다.
4. 예루살렘 북쪽 34마일(54km), 사마리아의 동남쪽 7마일(10.5km)에
위치하고 있다.
5. 요셉이 이곳에 장사된다
1) 야곱이 하몰에게서 장막친 밭을 은 일백개의 고가를 주고 샀다.
2) 야곱이 그곳에서 감사의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이스라엘이’
라 했다. 우상을 섬기던 땅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세워 하나님을 섬
기는 곳이 되었다.

창세기 34 장
디나와 가나안인들
야곱이 그 가족들과 숙곳과 세겜에서 여러 해를 보냈다. 막내 딸인 디
나가 십칠, 팔세가 되었으니 그의 오빠들인 르우벤, 시므온, 레위 등은 적
어도 20세 이상 된 것 같다. 르우벤이 세겜에 처음 왔을 때는 아마 12세
쯤 되었고, 지금쯤은 20세가 넘었으므로 약 12년 이상의 세월이 지난 것
같다.
1-4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
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
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
소서 하였더라
그 동네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세겜이 그
와 결혼할 것을 간청을 했다. 세겜과 하몰은 사과함도 없이 결혼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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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
하므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 사람이 근심하고 심
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
음으로 너희 딸을 연련하여 하니 원컨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취하고 너
희가 우리와 함께 거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비와 남형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청구하는 것은 내가 수응하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빙물과 예물을 청구할찌라도 너희가 내게 말
한 대로 수응하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
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
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
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야곱이 이 말을 들고 심히 노하여 아들들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자기 여동생이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노했다.
특히 디나의 친 오빠인 시므온과 레위가 말하기를 ‘당신들이 할례 받지 아
니하면 허락할 수 없다’고 말했다.
18-24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기므로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
귀함일러라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그 고을 사람에게 말하여 가
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
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
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성문으로 출입하
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
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하몰과 세겜이 그 말을 좋게 여겨 자기 동네에 가서 남자들을 설득하기를
‘우리가 할례를 받고 그들과 혼혈 결혼하게 되면 그들의 재산이 우리들것
이 될 것이다’라고 선동하여 모두 할례를 받기로 결의했다.
실상은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진멸할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25-29
제삼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
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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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아들이 그 시체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
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
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
라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가 각각 칼을 들고, 짐작하건대 그 종들도
합세하여 할례한 지 3일 만에 거동하기가 심히 어려운 기회를 타서 하몰
과 세겜을 죽일 뿐만 아니라, 집집마다 남자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자녀들
과 아내들을 사로잡고 그 재산들을 모두 다 약탈해 왔다.
29-31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
략한지라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이까
야곱은 자기의 이름으로 자녀들의 행한 악에 대한 인근 주위에 있는 가나안
인들의 복수에 두려워 하였다. 그러나, 야곱이 자녀들을 책망하였을 때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이까’라는
대답에 야곱도 할 말이 없었다.

교훈
1. 세상과 가까이 있을 때에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크다
2. 죄가 있을 때에는 두려움이 찾아 온다.
3. 가나안 인들이 저들이 믿는 종교를 나쁘게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간접적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이 되는데, 우리가 참되게 살지 못하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된다.

창세기 35장
벧엘로 가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라반에게서 가져온 우상과 그 동네의
이방 종교에 물들어 드디어 딸이 강간을 당하며,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
에게 종교의 의식을 빙자하여 할례를 행하게 하고, 거동 불가능 상태에
놓이게 한 후 칼로 전멸시키는 죄를 저질렀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벧엘
로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명하셨다.
1-4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
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 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
나 벧엘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
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
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
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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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야곱에게 벧엘로 올라가라고 명하셨고, 야곱과 야곱 가족들의
영적인 타락을 엿볼 수 있다.
벧엘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사실을 다 망각했다
5 절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고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가족에게 죄가 있을 때는 스스로 이웃에 대하여 두려워 한다. 그러나, 신
상을 버리고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갈 때는 이방이 두려워 한다.
6-8
야곱과 그와 함께 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벧엘에 이르고 그가 거기
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벧엘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
님이 그에게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으매 그를
벧엘 아래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굿이라 불렀더라
벧엘에 가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벧엘’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하나님의
집의 강하신 하나님’이란 뜻이다. 이러한 이름을 부팅ㄴ 이유를 성경은 ‘형
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나타나셨음이더라.’라고 표현
하고 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장수한 이 여인은 야곱의 권속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 이 여인은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올 때에 같이
따라와서 야곱을 출생할 때부터 양육하였던 여인이고,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에 와서 모친 리브가의 장례식 때에 드보라를 데리고 자기집에 와서 손
자격인 야곱의 자녀들에게 할머니 노릇을 하다가 벧엘로 긴 여행 후에 노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 여인이 죽자, 벧엘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했는데, 그 나무 이름
을 ‘알론바굿’이라 칭하므로 그 뜻이 ‘곡함의 상수리’란 뜻이다.
9-15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
엘이라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 생육하며 번성하
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네게서 나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
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벧엘이라 불렀
더라
3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곳, 벧엘에 가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이 때에 하나님은 야곱에게
‘네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축복하
셨다.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도 같은 축복을 하셨는데,
로마서 8:1 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 의 후사요 그리스 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
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 하여 고난 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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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서 1: 2 이 모든 날 마지막 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 셨으니 이 아 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에베소 4:1 그러 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 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
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답게 행하라’라고 권고하셨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라(히, 엘 샤다이,El Shadai).’ 히브리 어 ‘Shad’
란 말은 ‘젖(Brest)’이란 뜻이다. 하나님이 영양을 보급하시면 어떠한 필요
도 만족시킨다는 하나님의 전능의 관념을 나타낸 말이다.
야곱의 자손들이 번성하며 국민을 이루고 왕들이 나며, 아브라함과 이삭
에게 준 땅을 네 후손에게도 주시겠다고 재 확신을 주셨다.
옛날 30년 전에 사닥다리 위에 천사가 왕래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축
복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 베개했던 돌 위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기념이
었고, 이번에 다시금 하나님께 야곱은 그곳에 돌기둥을 세우고 전제(Drink
Offering)를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을 벧엘이라 불렀다.
여기에 전제물이란 말이 처음으로 나왔는데, 나중 레위기에서 보면 일차
적으로 드리는 속죄의 뜻으로 드리는 희생제물은 아니나 속죄제를 드린 다
음에 헌신과 성별(Consecration)의 뜻으로 드리는 부수적 제사이다. 기름
을 부음도 성별의 뜻이 있다.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새롭게 성별되는 뜻이
다.
16-20
그들이 벧엘에서 발행하여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득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더라 라헬이 죽으매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라헬
두려
떠나
불렀
묘에

저희들이 여행하는 도중 에브랏이라는 베들레헴 지역에 이르렀을 때에,
이 때 야곱은 약 105세 되던 때이며, 그리고 요셉을 낳은 후 15년만에 하
나님은 라헬의 기도를 들으시고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난
산을 하게 되어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슬픔의 아들)’라 라헬이 명명하
고 죽었다. 베들레헴 길에 라헬을 장사하고, 그 후에 야곱이 그의 이름을
고쳐 ‘베냐민(오른손의 아들)’이라 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의 아들이 12
명이 되었다.
야곱이 라헬의 묘비를 세웠는데, 모세 때에도 그 비석이 있었다. 그러니
까, 메시야의 태어날 곳, 베들레헴 에브랏 장소에서 희비극이 일어났다.
미가 5: 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 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찌 라도 이스라엘을 다스 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 본은 상 고에 태초 에 니라

21-22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벧엘이 남쪽으로 15마일 떨어져 있고 헤브론과의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
자기 아버지 이삭을 만나러 왕래하는 도중에 갈 수도 있었건만 전혀 명시
함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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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세겜 사람들이 섬기는
가나안 우상 종교에 물이 들어 자녀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다. 그 결과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아들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족을 학살하는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너의 형 에서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네게 나타나셨던 벧엘로 가서 단을 쌓으라’는 회개를
촉구하셨다.

야곱의 회개 운동
1) 모든 신상을 버려라.
2) 자신을 정결케 하라.
3) 의복을 바꾸라.
4) 우리가 일어나 벧엘로 가자.
① 나의 환란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② 나의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③ 하나님께 단을 쌓고져 하노라.
5) 야곱이 가족들의 모든 신상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에 묻었다.
21-26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
에 유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간하매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
라 야곱의 아들은 열둘이라 레아의 소생은 야곱의 장자 르우벤과 그 다음 시므
온과 레위와 유다와 잇사갈과 스불론이요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요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
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밧단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라헬이 죽은 후에 라헬의 몸종인 빌하와 장자인 르우벤과 통간을 했다.
르우벤이 약30세 가량 되었고, 가나안 사람들은 세겜 족속의 학살 사건을
기억하여 이들을 멀리하였을 것이다. 르우벤이 아직 결혼하지 않았고, 빌
하는 자기 보다 나이 훨씬 많고 자기 동생들 단과 납달리를 낳은 어머니다.
이 사실은 피가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머니 격인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이상한 관계의 근친 통간을 하였다. 빌하가 거절할 수 있었을 법도한데 이
러한 사건을 관찰해보건대 빌하도 르우벤의 접근에 응한 듯도 하다. 이 소
식을 들은 야곱은 수치와 비통을 금할 수 없었을 것이며, 특별한 벌책을
양쪽에게 내리지는 않았으나 그 사건이 기억한바 되어 나중에 르우벤은 그
이유로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한다.
27-29
야곱이 기럇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아르바
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일백 팔십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진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기럇아르바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우거하던 곳 헤브론이다.
이삭이 180세에 죽으니, 에서와 야곱이 와서 장사 지내었다. 아버지가 죽으
면 복수하겠다고 한, 에서의 마음을 하나님이 변경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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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에서 곧 에돔의 대략이 이러하니라 에서가 가나안 여인 중 헷 족속 중 엘론의
딸 아다와 히위 족속 중 시브온의 딸 아나의 소생 오홀리바마를 자기 아내로
취하고 또 이스마엘의 딸 느바욧의 누이 바스맛을 취하였더니 아다는 엘리바
스를 에서에게 낳았고 바스맛은 르우엘을 낳았고 오홀리바마는 여우스와 얄람
과 고라를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들이요 가나안 땅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
라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얻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 동생 야
곱을 떠나 타처로 갔으니 두 사람의 소유가 풍부하여 함께 거할 수 없음이러라
그들의 우거한 땅이 그들의 가축으로 인하여 그들을 용납할 수 없었더라 이에
에서 곧 에돔이 세일산에 거하니라
에서의 아내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창26:34과 28:9절에서 나오는 이름이
다르다.
창세기 26:34 .................... 브에리의 딸 유딧
...
엘론의 딸 바스맛
창세기 28:9
창세기 28:9
창세기 36:2

....................
....................
....................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
아나의 딸 아홀리바마
엘론의 딸 아다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
....................
유딧은 아홀리바마와 같은 자요, 엘론의 딸 바스맛은 아다와 같은 자요,
............
이스마엘의 딸 바스맛은 마할랏과 같은 자이다. 결혼전의 이름을 결혼 후
창세기 36:3

에 바꾸는 경우가 많다.
에서의 처음 두 아내들의 아버지가 헷 족속(창26:34)이고 그들 중 하나는
히위 족속(20절)과 호리 족속으로 알려져 있다(고고학 발굴에서 후리안족
과 같은 족이다). 이 세 족속은 가나안에 흩어져서 서로 통혼하고 있었다.
에서에게는 다섯 아들이 있었고, 딸들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른다. 에서
는 야곱이 아버지의 상속자이므로 자기는 더욱 남쪽으로 내려가 그 지역을
에돔이라고 했다. 그곳은 원래 세일의 후손들이 살고 있었고, 그 산의 이
름을 세일 산이라 부른다. 에서의 후손들이 호리 족속(호림 혹은 후리안족
이라고도 함)을 정복하여 그 지역을 넓혔을 뿐만 아니라 통혼으로 더욱 그
지역을 넓혔다. 그리하여 에돔인이라고 하면 이삭의 후손, 에서의 후손인
셈족속과 세일을 통한 가나안 함족속과의 혼혈종족이인 것이다.
9-19
세일산에 거한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대략이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
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
은 르우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데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딤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르우엘의 아들들은 나핫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
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
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스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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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만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
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르우엘의 자손에는 나핫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
장 미사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르우엘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 오홀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오
홀리바마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 된 자
들이 이러하였더라
에서의 11손자가 기록되어 있다. 7명이 엘리바스로부터, 4명이 르우엘로
부터 났다. 엘리바스의 첩, 딤나는 아말렉을 낳았고,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
엘을 심히 괴롭혔다. 아말렉은 에돔의 서쪽에 위치하고 살았다. 모세가 가
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제일먼저 방해하고 공격한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었
다(민24:20, 출17:8).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
속을 진멸하라고 명하셨다.
이스라엘 멸종 계획을 했던 하만 총독도 아말렉 후손이었다.
20-30
그 땅의 원거인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
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으로 말
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딤나요 소
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핫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
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비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
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오홀리바마니 오홀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
의 자녀는 헴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빌한과 사아완
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
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
은 그 구역을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으로 말미암아 나온 족장들이었더
라
함의 후손인 후리안족의 세일이 에돔 지역에 개척자로 왔고, 세일의 일곱
아들들의 족장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세일의 아들들이 이삭과 동시대의
사람이었다. 여기서 19아들들이 일곱 아들들에 의해서 태어났다.
세일의 딸, 그리고 로탄의 여동생 ‘딤나’라는 이름이 나온다. 이 여자는
에서의 장자 엘리파스의 첩이 되어 아들을 낳았으니 아말렉 족속이 되었다.
이 여자는 이삭과의 동연대의 사람이므로 알리파스 보다는 나이가 훨씬 많
은 사람이었다.
24절에 시브온의 아들 아나가 아비의 나귀를 칠때에 광야에서 노새들을
발견했다. 25절에 나오는 아나는 에서의 아내 아호리바마의 아버지 아나와
는 다른 사람이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노새’라는 말이 나왔는데 불임의 잡
혼으로 암말과 숫 당나귀의 결합으로 생긴 동물이다.
31-39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이 이러하니
라 브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
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요밥이 죽
고 데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
들 곧 모압 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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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삼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삼
라가 죽고 유브라데 하숫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
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 도성 이름은 바우며 그 처의 이름
은 므헤다벧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합의 손녀더라
모세가 에서의 족보를 삽입할 때에 에서의 후손의 여덟 왕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기 훨씬 전의 일이라고 말했다. 그 특징은 가족적인
왕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왕이 무너지면, 다른 족속 사람이 그 왕위를
이어 받는 일을 했다.
에돔의 넷째왕인 하닷이 모압 들에서 미디안을 공격하여 패배시키므로 모
압을 점령한 군사적 기록을 볼 수 있다. 미디안은 에돔의 남쪽에 있고, 모
압은 에돔의 북쪽에 있다.
40-43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대로 이러하니 딤나
족장 알와 족장 여뎃 족장 오홀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논 족장 그나스 족장
데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
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족장의 이름을 따서 지역의 이름을 지었다(대상1:35-54). 그런데 이러한
이름들을 다른 성경에서 두번 볼 수 없는 이름들이다.
야곱과 에서의 구별한 후손들의 이름들이 영구한 기록으로 성령님의 뜻에
따라 기록되었다.

창세기 37 장
요셉의 시험
지금부터 요셉의 놀라운 생의 이야기와 애굽에서의 경험이 시작된다.
창37장에 일어난 요셉의 사건은 이삭이 죽기 몇년 전에 일어난 사실이다
(창35:29).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이삭이 살던 곳 헤브론에서 살았다.(창
35:27; 37:14). 야곱이 아비 이삭의 살던 땅 헤브론에 들어간지 2년 요
셉이 17세 때의 일이다(창37:2). 헤브론에 들어가기 전 요셉이 15세 때
에 어머니 라헬이 돌아가셨다.
1-4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비의 우거하던 땅에 거하였으니 야곱의 약전이 이러
하니라 요셉이 십칠 세의 소년으로서 그 형제와 함께 양을 칠 때에 그 아비의
첩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로 더불어 함께 하였더니 그가 그들의 과실을 아비에
게 고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깊이 사랑하여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 형들이 아비가 형제들보다 그를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언사가 불평하였더라
야곱의 세대가 25:19하에서 시작되어 이제 결론을 짓고, 요셉의 시대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믿
고 가나안 땅에서 살았으나 가나안 땅을 극히 적은 부분만 구입했을 뿐 전
토지를 소유한 것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물질적으로 부요케 하
시고 야곱은 약속의 땅을 당대에 주실 것을 믿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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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브리 1 1:9 믿음으 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 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히브리 11: 13 이 사람들은 다 믿 음을 따라 죽었으 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
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 에서는 외 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요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러한 신령한 면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하나님께서 나타난 적도 없었고, 메시야가 요셉이 아니고 오히려
유다를 통해서 오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도덕적으로는 그가 흠이 없
으나 영적으로는 영적 교만이 조금 있어 형제들도 이것을 발견하여 견딜
수 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요셉의 큰형들(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이 성장한 성인이 되어 가정의
일을 돌보고 있었고, 요셉과 나이도 차가 있어 같이 하는 시간이 적었다.
그러나 레아의 다른 두 아들 잇사갈과 스불론은 어려서 나이 차이가 심하
므로 그의 형들을 따라 다니든지 아니면 어머니와 함께 집에 있었을 것이
다. 요셉은 아마도 자기 나이와 비슷한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단, 납달리,
갓, 아셀과 함께 양치는 법과 짐승 다루는 법을 배우면서 같이 놀기도 했
을 것이며, 베냐민은 아직 어려서 야곱과 함께 집에 있었을 것이다.
야곱은 이미 그의 큰 세 아들들에 대해서 실망을 하고 있는 중에, 두 여
종의 아들들의 나쁜 행위들을 요셉으로부터 보고 받게 되었다. 실제로 그
보고가 사실이며 야곱이 알 필요가 있는 가운데, 요셉은 그 형들의 과오를
서슴지 않고 보고하니 아버지가 저들의 나쁜 행사를 낱낱이 알게 되므로
저들은 항상 책망을 듣게 되었다.
요셉은 야곱의 노년에 가장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낳은 자식이라 애지중지
하고 키워서 조금 버릇이 없이 자란지도 무른다. 특히 야곱은 세겜의 대학
살사건이나 르우벤과 빌하의 간통 사건의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요셉에게
철저한 도덕 교육과 사랑을 베푸는데 시간을 많이 소모했을 것이다. 특히
그를 편애하여 가정의 다스리는 권위를 상징하는 소매가 긴 채색옷
(‘passim’을 채색옷이라 번역했으나, 새로운 번역에 긴 소매로 번역됨)을
지어 입혔다. 야곱의 편애가 현명한 일인지는 알 수 없으나 야곱으로써는
아들 중에 가사를 맡기고 믿을 만한 아들이 요셉이라고 생각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은 현명한 아들이라는 뜻도 있다. 다른 다섯 아들들 보
다 확실히 현명하고 도덕적으로도 탁월한 아들이었다. 요셉의 형들의 비행
을 듣고 아버지가 책망은 했어도 시정이 되기보다는 점점 반항심과 요셉에
대한 적개심이 고조될 뿐이었다. 요셉은 자신의 우위성과 형들의 비행을
보고 하다보니 스스로 겸손해 지기란 어려운 상황에 있었다.
5-8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고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
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
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
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이때에 요셉의 꿈 이야기는 형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켰고, 형들은 ‘우
리들을 다스릴 수 없다’ 고 확언을 하고서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 그 꿈의
내용은 요셉의 곡식단에 형들의 곡식단이 절을 했다는 것이다.
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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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
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모와 네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그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요셉이 다시금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이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
더이다’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야곱이 이 말을 듣고 요셉을 꾸짖어 ‘부모가
어찌 네게 엎드려 절을 하겠느냐?’라고 말했고, 형들은 이를 인하여 더욱
시기하게 되었다.
진실로 이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아래 움
직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의 생활이 하나님의 계획아래 움직이고 있
음을 잊지 말라.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하라.
12-14
그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비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비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 여부를 보고 돌아와 내게 고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짜기에서 보내매 이에 세겜으로 가니라

네
아
형
골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열 아들들이 헤브론에서 북쪽으로 약50 마일이
나 떨어진 세겜에 가서 양을 먹이고 있었다. 오랫동안 소식이 없자, 야곱
은 요셉에게 자기 형들에게 가서 그 상황을 보고 자기에게 전해 줄 것을
부탁했던 것이다.
세겜은 야곱의 소유이며(창33:19; 요4:5), 그곳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
리는 제단도 있었고, 약 10년간 살았기 때문에 비록 그곳의 사람들의 복수
가 두렵고 또 하나님께서 벧엘로 가라고 하셨기에 떠났던 곳이긴 하나 그
곳에 대한 향수도 있고 집안에 아버지의 편애와 요셉의 고자질에 질력이나
서 아마 아버지의 동의도 없이 멀리 떠나 양을 치고 있은 듯하다.
15-17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가
로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나의 형들을 찾으오니 청컨대 그들
의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은 적어도 이틀 길을 걸어서 세겜에 와보니 세겜은 폐허가 되어 있고,
형들의 흔적은 찾아 볼 수가 없어서 유리 방황하는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나
서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행하여 도단에서 형들을 만
났다. 아마도 형들은 집으로 돌아갈 기분이 나지 않아서 더 북쪽인 도단으
로 갔을 것이다.

형들로부터 거절당함
도단은 세겜으로부터 20마일 북쪽에 있다. ‘도단’이란 뜻은 ‘두 웅덩이’
란 뜻이다. 형들이 양 떼에게 물을 먹이기 위해서 두 웅덩이에 갔더니 물
이 없었다. 나중에 이 웅덩이에 요셉을 던져 넣는 일을 하게 된다. 이 사
실을 영적인 비유로 형제들을 이스라엘로 비유 아버지 집을 멀리 떠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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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방황하며, 마음의 평안을 주는 푸른 초장과 시원한 물을 찾았듯이 이
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푸른 초장을 찾았으나 찾지 못
했고, 생수를 찾았으나 얻지 못했다.
예레미야 2: 1 3 내 백성이 두 가지 악 을 행하였나 니 곧 생수 의 근원 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 축지 못할 터 진 웅덩이니라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아버지로부터 택한 백성들에게 보내
었으나 저들이 거절하고 죽여 버렸다.
요한복음 1: 10 - 11 그가 세상 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 로 말미 암아 지은바 되었 으되 세
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18-22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
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
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
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
여 가로되 우리가 그 생명은 상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그 아비에게로 돌리려 함이었더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선민이 될 이스라엘의 조상들인 12 형제들에
게 훈련을 하시는 과정이다. 요셉의 우월감과 교만을 제거하시고 낮추시며
11 형제들에게도 살인적인 시기와 질투를 제거하여 회개케 하고, 오직 하
나님만 의지하도록 시련을 통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
님의 역사의 한 부분이 시작된다.
형제들이 죽이기를 꾀함을 알지 못하고 갔던 요셉에게 그들은 ‘꿈꾸는 자
가 오는도다’ 하였는데, 이 의미는, 다시 말해서 일하는 것 없이 꿈만 꾸는
이상형으로, 아무 쓸데 없는 사람이며 자기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감독격
의 위치에 있는 자라는 내용의 말이 포함되어 있다.
이 일들이 큰 형들보다 어린 형들, 특히 자기와 함께 하던 5형제들에 의
해서 강력히 진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르우벤의 경우, 자기의 장자의 명
분이 서모 빌하와의 통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요셉에게로 전가한
사실로 때문에 요셉을 제거하는데 선봉으로 나설 법한데, 뜻밖에도 그의
회개한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다. ‘동생의 피를 흘리지 말고 물 없는 웅
덩이에 넣자’고 역설하였다. 나중에 형제 중에 한 사람을 구류할 때에 르
우벤이 아닌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 놓은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창42:24).
23-28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 입은 채색옷을 벗기고 그
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들
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즉 한 떼 이스마엘 족속이 길르앗에서 오는
데 그 약대들에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내려가는지라 유다가 자
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익한들 무엇이 유
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
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골육이니라 하매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이십개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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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색’옷을 ‘긴소매의 옷’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는 가족의 특권을
소유한 자를 상징한다. 이러한 자를 형제들은 물 없는 빈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
이스마엘

족속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미디안

사람으로

불린다(창

16:15,25:2). 그 이유는 이스마엘 사람들과 미디안 사람들은 항상 함께 몰
려 다니므로 두 이름을 같이 쓸 경우가 많았다(삿8:24, 26). 여기서도 이
스마엘 사람과 미디안 사람이란 말을 같이 쓴다.
길르앗은 고원 지대로써 야곱과 라반이 접견한 곳인데, 숲이 많고 약초가
나는 곳이다. 대상들은 향품과 몰약과 유향을 싣고 갈릴리 호수를 거쳐 사
해로 내려가서 애굽에 도착하여 무역하는 자들이었다.
유다가 이스마엘 사람들을 보고 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요셉
을 끄집어내어 은 20량에 팔았다(레27:5).
29-33
르우벤이 돌아와서 구덩이에 이르러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
우들에게로 와서 가로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나는 어디로 갈까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옷을 보내어 그 아비
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
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녕 찢겼도다 하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염소를 잡아 피를 묻히고 야곱에게 주니, 야곱은 요
셉이 짐승에 찍혀 죽은 줄로 알았다. 야곱은 사랑하는 라헬이 죽은지 몇년
되지도 않는데 요셉까지 잃은 것을 생각하여 심히 절망에 빠져 위로 받기
를 거절했다.

34-36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미디안
사람이 애굽에서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더라
야곱은 애통의 나날을 보내며 위로를 받지 아니하고, ‘음부로 내려가 아
들에게로 가겠다’며 애통해 하였다. ‘음부(Sheol)’는 몸을 떠난 영혼이 거
하는 곳이다.
그 동안 이스마엘의 대상들은 요셉을 애굽의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보디
발에게 팔았다. 시위대장(히브리말 Saris는 ‘환관’이란 뜻이다). 바로 왕의
감옥의 관장으로 사형 집행자이기도 하다.
요셉은 형들에게서 미움을 받고 팔려 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신임을 받
고 호화롭게 잘 살아 고향 생각이나 형들에 대한 상한 마음을 달랠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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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요셉이 옮겨 다닌 현황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 요셉과 그리스도의 비교 )
창37:2- 50:26
1. 둘 다 아버지의 사랑의 대상
2. 형제로부터 미움 받음
3. 높은 지위의 선언이 거절 당함
4. 뇌물을 받고 팔림(요셉은 은 20량, 예수는 은 30량)
5. 요셉이 죽은 자로 인정, 예수님은 죽임을 당함
6. 둘 다 이방에서 축복
7. 요셉은 형제들과 화해 그리고, 높임을 받음, 그리스도도 유대인들과
화해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야임을 깨닫고 높임

창세기 38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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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서 내려가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로 나아가니
라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취하여 동침
하니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매 유다가 그 이름을 엘이라 하니라 그가 다시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오난이라 하고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에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유다
요셉이 애굽에 잡혀간지 22년이 지나갔다(창37:2, 41:46, 53, 45:6). 열
형제들이 가나안 땅에 곡식을 사러 올 때까지 아무런 말이 없고, 단지 유
다와 다말의 수치스런 사건만이 기록되어 있다. 요셉도 없어지고 베냐민은
아직 어리므로 유다가 영적으로 지도자격을 맡아서 나아갈 것을 야곱은 바
랐을 것이다. 그런데, 유다도 육신적인 일을 저지르게 된다.
유다는 요셉을 팔고 집에 와서 아버지에게 형제들과 함께 거짓말을 한 후,
아버지가 시시 때때로 요셉의 말을 끄집어 낼 때마다 마음이 편치 않고 형
제들의 다투며 행하는 모든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고 심적으로 거짓을 품
고 같은 곳에 산다고 하는 것은 큰 고역이었을 것이다.
가사의 일을 전혀 버리지 않고 야곱의 일을 돌보면서 가까운 곳으로 내려
가 살았다. 야곱은 유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을 자로 메시야의 나실 것
을 말했을 것이다.
유다는 그둘람 사람인 히라와 친하게 지나다가 그 동네 ‘수아’라는 사람
의 딸과 결혼하여 엘(‘관찰자’ - 유다가 명명), 오난(‘강함’ - 부인이 명명),
셀라(‘불확신’ - 모친이 명명)등의 세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님께서 메시야
의 조상으로 영접하지 아니하셨다. 대개 자녀들이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여인의 가정 교육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지
못한 결과이다.
집안 여자의 영향력 많아 셀라가 태어날 때는 그둘라 근처의 조그만 촌락
그십에 가서 살았다.
6-10
유다가 장자 엘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니 그 이름은 다말이더라 유다의 장자 엘
이 여호와 목전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유다가 오난에게 이
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의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
가 있게 하라 오난이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
을 때에 형에게 아들을 얻게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하매 그 일이 여호와 목전에
악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시니
장자 ‘엘’에게 아내로 다말을 선택하여 결혼을 시켰으나 엘이 하나님 앞
에서 악한 자로서 영접되지 못하여 하나님이 죽이셨고, 풍습에 따라 둘째
인 오난에게 형수인 다말에게로 들어가서 형의 씨를 계속 하도록 하였으나,
자기 자식이 아니된다고 하여 체외 마당에 설정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악
한 행위로 그도 죽임을 당했다. 오난이 죽임을 당한 것은 자위 행위
(Masturbastion or Onanism)나 성교 중단(Coitus Interruptus)이나 비자
발적 몽정 때문에 아니고, 자기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반역한 마음의 동
기 때문이었다.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형의 대를 있게 하기 위하여 형수
에게 들어가 의무를 행하는 풍습이 나중에 모세 때에 법으로 제정된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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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0, 마22:24).
성경은 이러한 풍습에 대해서 도덕적인 면에 대한 비평이 없다 그리고,
임신 조절같은 일에 대해서 판단한 곳이 없다. 그러나, 간음(Adultery), 남
색(Homosexuality), 근친 혼인(Incest), 소돔 행위(Sodomy) 등은 성경이
금하며 저주받을 행위로 단정한다.
성 행위에서 범죄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 부분은 다음 성경 구절에 의해
서 판단하는 것이 좋다(롬14:1-4, 13-16, 21-23; 고전10:31; 골3:17).
11-12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비 집에 있어서 내 아들 셀
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
이 가서 그 아비 집에 있으니라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셋째 아들 셀라는 아직 어리므로 다말에게 줄 수 없어, 다말에게 ‘친정에
가서 수절을 하고 셀라가 장성하도록 기다리라’고 했다. 이 풍습은 남녀가
연령 관계와 사랑 같은 것은 무시하고, 후손 보는 일을 아주 중요시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다.
유다는 아내가 죽어 위로를 받은 후에 ‘딤나’라는 곳으로 ‘히라’라는 사람
과 함께 양털 깎는 일을 하려고 올라갔다. 대게 양털 깎는 일은 일종의 축
제이다. 아마 셀라도 이 때는 장성하여 함께 동행했을 것이다.
13-19
혹이 다말에게 고하되 네 시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
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면박으로 얼굴을 가1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
지 않음을 인함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웠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가로되 청컨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 자부
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가 가로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가로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약조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가로되 무슨 약조물을 네게 주랴 그가 가
로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면박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다말은 비록 이방 여자이나 유다에게서 난 후손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
복을 받을 것을 전해 들었다. 다말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마음을 정하고 유
다의 후손을 이어줄 어머니가 되기를 원했으나 두 남편이 죽어버렸다. 이
것은 다말의 실수가 아니다. 유다는 셀라를 다말에게 줄 의도가 없었다.
다말은 유다의 아들들로는 대를 이을 가망이 없음을 보고, 시아버지 유다
로부터 직접 씨를 받아 대를 잇는 어머니가 되기 원하여 창녀로써 유인을
했던 것이다.
성경에서는 창녀를 심히 질책하고 있으므로 다말의 행위가 도덕적으로 이
해하기가 어렵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간음의 형벌은 돌로 쳐죽이는 것이
다 (신22:20-24); 만일 제사장의 딸이 창녀 노릇을 할 때는 ‘불에 태워 죽
이라’고 했다(레21:9). 실제로 다말은 어린 셀라와의 약혼녀인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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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유다가 정해 놓고서 그 일을 시행하지 아니한 것이다.
이방 여자들이 자기 신을 섬기는 한 방법으로 자기 몸을 창녀 행위로 헌
납하는 식의 종교 의식이 보편적으로 수행되고 있었다. 여기서도 다말의
행위가 단순히 창녀 행위라기 보다 나중 가나안 남자들의 종교 의식의 용
어를 쓴 것을 보아서 종교적인 의미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히브리말 케
데샤, ‘Cedesha’는 그 뜻이 ‘구별하다’인데,

21절과 22절에서 ‘자기 신을

위해서 구별한다’는 뜻이 있다).
다말의 행위는 단지 창녀의 행위라기 보다 즉, 그 목적이 육적 만족이나
물욕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단지 다윗의 위와 메시야를 낳기
위한 도구로 쓰임 받겠다는 마음 뿐이었을 것이다. 성경에서는 그의 행위
를 비평한 곳이 없고, 그 결과에 의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
뤄진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유다의 행위가 옳다고 말할 수도 없다. 나중에 자신이 범죄 했음을 고백
한다(26절). 유다는 오랫동안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해왔을 것이다.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자신을 사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아
내가 죽은 후에 혼자 외롭게 지나다가 양털 깎는 축제를 맞아 흥분된 기분
에 얼굴을 베일로 가리워서 보지 못하나 매력적인 창녀에게 유혹 당했을
것이다. 유다는 타 지방에서 보는 사람도 없으니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키
려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줄을 알면서도 오늘날의 육신의 신자들이 범하는
것처럼 죄를 범했을 것이다. 여기서 하나님은 인생을 도구로 쓰실 때에 얼
마나 의로우냐에 따라 쓰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권에 의해서 쓰신다.
왜냐하면 인생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죄를 짓는 것을 하나
님이 용납하시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방법은 인간의 상상을 초
월한다.
유다는 염소 새끼를 대가로 주겠다고 약속하고, 그 담보로 다말의 요구에
따라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주고 그 여자에게 들어간 후, 유다는 자기 길
로 갔고 다말은 창녀복을 벗고 과부 옷을 입고 집으로 갔다. 다말은 후에
임신하여 어려운 일을 당할 것을 미리 짐작하고, 유다를 표시하는 증명서
와 같은 것을 요구하여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20-23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약조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
람에게 물어 가로되 길 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가로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가로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
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여기는 창녀가 없다 하더라 유다가 가로되 그로 그것
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내었
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친구 히라에게 부탁하여 염소새끼를 그 여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
유물을 찾아오도록 부탁했다. 그러나 그 여자를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유다는 창피를 당할까 염려하여 그 이상 수색을 중지시키고, 그 사건이
자연 도태되도록 잊어버리게 되기를 바랐으나, 다말에게는 둘도 없는 중요
한 증거물이였다. 다말은 그 사건으로 유다의 후손을 임신하는 소원이 성
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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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
석달쯤 후에 혹이 유다에게 고하여 가로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
음함을 인하여 잉태하였느니라 유다가 가로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나갈 때에 보내어 시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잉태하였나
이다 청컨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뉘 것이니이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가로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
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이 임신 3개월에서 배가 불러오니

그 소문이 시아비 유다에게 들리

니 유다는 생각할 때에 이 여자가 집안에 들어온 후로 두 아들도 죽어 불
명예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중에 수절 해야할 며느리가 이름 모를 남자와
간음하여 임신을 했다고 하니 분노가 복받쳐 당장 불사라 죽이라고 했다.
이방 사람들도 간음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그 형벌이 크다. 하무리비 법전
에서는 간음하는 여인을 더욱 혹독하게 다루고 있다.
다말은 유다의 소유물을 전해 주면서 임신시킨 이름 모를 연고자가 바로
‘이 소유물의 주인공이다’라고 했을 때, 유다는 그것이 자기 것임을 인지하
고 그 여인의 창녀 동기가 대를 잇고자 하는 책임 완수에 대한 마음임을
이해하고 혹독한 마음을 먹고 호통한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오히려 다
말이 나보다 의롭다고 말하고 그를 셀라에게도 줄 수가 없었고 자기와 함
께 부부로써 살수도 없어, 적어도 그 아이가 자기의 상속자로써 아들임을
인정할 따름이었다.
27-30
임산하여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사를 가져 그 손에 매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 형제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가로되 네가 어찌하여 터치고 나오느냐 한고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 형제 곧 손에 홍사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 이름을 세라
라 불렀더라
다말은 쌍둥이를 낳았다. 먼저 나온 자가 홍사를 매고 다시 들어가고 나
중아이가 먼저 태어나서 그 이름을 ‘터치고 나왔다’하여 ‘베레스’라 이름하
였고, 홍사 가진 아이가 ‘나중에 나왔다’하여 그의 이름을 ‘세라’라 했고,
이는 ‘일어나는 것’이란 뜻이다. 이 사실은 야곱과 에서와 비슷한 경우이다.
여기서 ‘홍사’와 기생 라합의 ‘붉은 수건’과는 아주 다른 용어이므로 이것
을 가지고 비유하는 성경 주석가 들이 있는데 그것은 맞지 않는 말이다.
베레스가 다윗의 조상으로써 예수그리스가 그로 통해서 후에 태어난다.
그래서, 다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려지게 되고(마1:3), 그 외에 여
인으로, 기생 라합과 모압 여자 룻과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마1:5-6)가 족
보에 기록되게 된다. 다말은 가나안 족속으로 유다와 창녀의 행동으로 임
신했고, 라합은 여리고의 토속인으로 전문 직종이 기생이었고, 룻은 이방
모압 여자였으며 보아스가 들에 누워 있을 때에 설득하여 결혼하게 되었던
여인이고, 마지막으로 밧세바는 헷 족속으로 우리야의 아내였는데 다윗과
처음에 간음했고 나중에 아내가 되었다. 이들은 시작이 달갑지 못하나 나
중에는 모두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다. 기생 라합은 나
중에 성령에 의하여 믿음의 사람 가운데 나열되었다(히 11:31). 얼마나 놀
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것들은 과거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
의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잘 증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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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
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
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
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
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기매 그가 요셉으로 가정 총무
를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 손에 위임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
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임하고 자기 식료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
더라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보디발의 아내
지금부터 마지막까지가 모두가 요셉의 대한 사건이다. 창세기 37장에서
형제들이 미디안인들에게 팔고, 그들은 애굽의 환관 보디발에게 팔았다.
미디안이나 이스마엘 족속인들은 동의어로 사용된다.
이때의 애굽은 이미 고대적인 나라였고, 문화가 고도로 발전되었고, 강
대한 왕국이 형성되어 있었으며, 종교적으로는 다신교를 섬기고 종교의식
은 부도덕적인 일을 행하며 미신적인요 사탄적이다. 애굽을 연구하는 학
자마다 고대적 문화가 발달한 왕국으로써는 동의하나, 그 년대의 일치를
보지는 못하고 있다.
마네토(Manetho)의 기록은 주전 3세기경의 애굽의 제사장으로 그가 나
열한 왕국은 31왕국이었고(통치한 가족을 말한다), 근대의 북부와 남부의
애굽 왕국이 얼마나 이 왕국을 차지하는지는 분명치 않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왕국이 애굽 전체를 통치했는지도 모른다.
첫번 바로(‘거대한 집’이란 뜻)왕은 메네스(Menes)였다. 두 왕국을 처
음으로 통일했다(주전 5500년(Petrie)-주전 2000년(Sharpe)). 대부분의
애굽 연구자들은 메네스를 약 주전 3100년의 시기로 보고 있다. 전통적
인 애굽연구인들이 아닌 극단적인 학자들은 전 애굽의 년대가 수 백년 밖
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Velikovsky, Courville).
애굽의 바로 왕국의 년대가 확실치 않으므로 요셉의 애굽 순례도 그 년
대가 확실치 않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때가 애굽에서 힉소스(Hyksos)
왕들이 통치하던 때라고 믿고 있다. 이들은 외국에서 침범한 자들인데,
부분적으로 셈 족인 그들이 동방에서 와서 전통적인 년대에 의하면 주전
1720년 경에 애굽을 정복했다고 본다.
그들을 목자 왕들이라고도 불렀다. 그 이유는 그들은 셈 족속들로서 요
셉의 시대에 야곱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도 대
우를 잘해줘서 모세가 나타나기 전에 힛소스 왕통이 애굽 사람들에게 쫓
겨나게 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국이 권세를 잡고 힉소스와 먼 친척이
되는 히브리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추론과 배경이
사실인지는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하게 역사적인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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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43장
보디발은 바로의 시위대장인데, 시위대장을 히브리말로 ‘사리스(Saris)’라
하고, 그 뜻이 ‘환관’이란 뜻이다. 고환 절제 수술을 한 자이다. 바로 왕의
경비및 임금의 정치범을 처형 및 투옥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써 왕에게 충
성을 다하는 자이다. 그 부인이 환관이 되기 전부터 결혼을 했는지 아니면
환관의 권세와 재물을 보고 결혼을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남성으로써 의
무를 다 수행 못하는 남편을 가진 젊은 여인에게 간음의 경향이 있을 법도
한 것이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지혜롭고 젊으며 충성된 사람이라 불신자인 보디
발이 모든 것을 다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고 하는 일마다 잘
되며 하나님께서 축복 하셔서 요셉으로 인하여 보디발이 부해지는 것을 불
신자인 보디발도 볼 수 있었다. 진실하고

착실한 크리스천들은 불신자인

고용주에게 큰 재산이 되는 것이다.
보디발을 세번이나 애굽사람이라고 강조한 것을 보니, 힉소스 왕통이 통
치한 것으로 상상된다.
요셉의 진실성을 안 다음 보디발은 모든 가사를 요셉에게 맡기고 조사도
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
요셉은 용모도 잘 생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삼상16:7), 마
음도 진실하고 착했다. 다윗도 마찬가지의 사람이었다(삼상16:12). 그러나,
사울이나 압살롬(삼하14:25) 같은 사람은 잘 생겼으나 불순종하고 반역하
는 자였다.
7-10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
하며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제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
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 것
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
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
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은 요셉에게 큰 시련이었다. 환관인 남편에 대한 욕
구불만을 요셉을 대상으로 풀려 하여 유혹의 추파를 던지며 갖은 애교와
유혹으로 요셉을 괴롭혔다.
그러나, 요셉은 사람이 보던지 아니 보던지 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
음으로 그 여인과 동침하지 않을 뿐더러 그 여자를 피하기까지 하게 되었
다.
11-15
그러할 때에 요셉이 시무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은 하나도 거기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동침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여 나가매 그가 요셉이 그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
여 나감을 보고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
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도다 그가 나를 겁간코자 내게로 들
어오기로 내가 크게 소리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질러 부름을 듣고 그 옷을 내
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보디발의 아내의 정욕이 극치에 이르러 사람이 집안에 없는 어느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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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은 노골적으로 요셉의 옷을 붙잡고 동침하기를 강요했을 때에 요셉은
그 옷을 여인의 손에 둔채로 도망을 했다.
수치와 경멸과 배신감과 부끄러움이 범벅이 되어서 에로틱한 육체적 사랑
에 대한 거절을 당한 여인은 갑자기 증오로 변하여 히브리 사람이 나를 강
간하려고 한다고 고함을 질렀다. 그렇지만, 요셉은 아무 할 말이 없었다.
본 증인도 없고 단 둘이 있을 때이므로 여자가 말하는 그 말이 사실로 인
정되기 때문에 요셉은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문을 닫았다.
우리는 남녀 둘 만이 있는 죄석을 피해야 한다. 특히 목회자들이 심방한
다 하여 홀로 있는 여인의 집에 간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소아과에서도 틴에이저 여자를 진찰할 때는 부모가 동반하던지 아
니면 간호원의 입회하에 진찰해야 된다.
16-20
그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고
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종이 나를 희롱코자 내게로 들어
왔기로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
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아내의 거짓말을 믿고 분노한 남편 보디발은 요셉을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에 가두었다. 이 사실은 만일 종이 이런 무례한 일을 저질렀다면 마땅히
사형에 처해졌을 것이나, 아마 보디발은 요셉이 과연 그런 짓을 하였는지
확신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옷을 가지고 있는 여인의 호소에 어쩔
수 없이 요셉을 정치범이 들어가는 감옥에 가두었다.
이 상황에서 요셉의 변명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고 있다. 이는 그
리스도와 같은 행동이다(사53:7, 벧전:19-23).
보디발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옥에다 가두었다(창 40:3).

옥에 갇힌 요

셉의 모습이 시105:18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
이 쇠사슬에 매였으니,’ 이는 요셉의 발이 메임을 당한 것을 말한다.
21-23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전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전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
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
라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옥에 가지 않는 것이 아니다. 이는 ‘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므로 옥
에서의 일도 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옥이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기고 간섭도 하지 않게 되었다. 즉 요셉
은 보디발의 집에서도 옥에서도 어디를 가나 만사 형통했다. 그러므로, 우
리 믿는 신자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만사 형
통하게 된다.

창세기 40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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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
요셉이 17세 때에 애굽으로 팔려왔고, 30세 때에 바로의 곡간을 맡아
일을 보게 되었다.(창37:2, 41:46). 13년이란 세월을 보디발의 집과 그가
관할하는 감옥에 갇혀 있었다. 젊고 지혜로운 사람으로써 시간을 허비한
것 같으나 하나님께서 장차 요셉을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
했던 것이다. 오늘의 젊은이들은 성경의 기본적인 것을 겨우 배운 후에
선배 신앙인들이 하는 일을 시대에 뒤떨어진 일이라 하여 새로운 방법으
로 목회에 뛰어 들어 시도해 보려고 하는 자들은 요셉을 귀감으로 삼아
인내하며 겸손히 배우며 자신을 연단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다윗도 소년시절에 기름 부음(삼후 5:4)을 받았으나 30세에 왕위에 즉
위(삼상16:1-13)하여 통치했다. 레위 족속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일
을 훈련을 받다가 30세에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봉사하기 시작
한다(민4:46-47).
바울도 주님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3년간 사막에서 주님께로부터 훈
련을 받았고, 12 제자들도 3년간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은 후 전도와
선교에 임하게 되었다. 젊은이들은 적어도 3년이상 전적으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상고한 후에 주의 사역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수님 자신도 30세에 비로소 공중 앞에서 사역을 시작 하셨다.(눅
3:23)
누가복음 2: 52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목회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경험과 훈련은 목회를 하는데 지혜를 더하
여 더욱 효과 있는 목회를 할 수 있다. 40년간 준비를 하고 시작한 목회
가 준비가 되지 않고 기초가 없는 목회 50년 하는 것 보다 열매가 훨씬
많다.
요셉은 13년이란 고통스런 기간 중에서도 무엇을 하던지 신실하게 일
을 하였으며 무엇을 하던지 주께 하듯 일을 해온 것을 주님은 보시고 그
에게 그의 백성들과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더욱 큰 일을 하나
님께서

맡기셨다.

1-4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 주 애굽왕에게 범죄한지
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
을 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의 갇힌 곳이라 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에게 수종하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지 수
일이라
관원장이란 말이 보디발과 같은 직위의 용어인데, 히브리말로는 ‘환관장’
이다.
왕의 음식에서 독이 발견된 듯하다. 그 근원을 찾지 못하고 수색 중에 이
두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이 잡혀서 보디발의 감옥에 갇혔고, 그에 대한
유죄 여부를 기다리고 있었다.
5-8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몽조가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 빛이 있는지
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관원장에게 묻되 당신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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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어찌하여 근심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
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
니하니이까 청컨대 내게 고하소서
성경은 많은 경우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내신다. 그러
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 하셨다고 잘
못해석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말씀도 볼 수 있다(렘23:25-32).
꿈의 현상에 대해서는 과학자들도 그 기전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현대의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일상 생활을 하는 중에 무의식 중에 바라는
소원이나 갈등들이 꿈에서 표현 된다고 하나, 꿈에 대해서 그 기전이 확실
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외적인 영향, 곧 천사나 악령들이 잠자고
있는 중에 뇌 세포을 작용하여 일으키는지도 확실히 증명되지 않고 있다.
이 두 사람이 꿈을 각각 꾼 후에 번민 중에 있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꿈을 허락하심은 저들의 앞날의 여부를 알게 하시는 일보다 더 크신 뜻이
있으니 이 꿈의 해몽으로 말미암아 요셉이 바로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신의 감동하심이 있어서 꿈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
다.
9-15
술 맡은 관원장이 그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
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
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
직을 회복하리니 당신이 이왕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
의 잔을 그 손에 받들게 되리이다 당신이 득의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
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고하여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나는 히브
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치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의 계시로 세 가지가 삼 일로 해석이 되고, 다시금 술 관원으로 복
직할 것을 보여 주셨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 생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술 관원에게 알리고, 득
의할 때 바로에게 간청하여 출옥을 그에게 부탁하였다. 아마 술 관원은 쾌
히 승락하고 약속 했을 것이다.
16-19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길함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그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식물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가로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끊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
이다 하더니
떡 관원장도 자기의 꿈을 요셉에게 알려주니, 세 광주리는 사흘이라. 사
흘 후에 처형당할 것으로 해몽했다. 이 꿈을 영적으로 해석하는 자들이 있
는데,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하며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을 상징한다면, 떡은 육의 일로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자들

- 182 -

창세기43장
의 허사를 말하며, 사흘 후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사흘 동안 계시
다가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말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20-23
제 삼일은 바로의 탄일이라 바로가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으로 머리를 그 신하 중에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
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여 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
장이 요셉을 기억지 않고 잊었더라
제 삼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왕의 생일에는 잔치를 배풀어서 신하와 종들
에게 후대하는 풍습이 있었다. 이 때에 떡 관원장의 죄가 들어나서 목매여
사형을 명하고, 술 관원장은 복직되어 다시금 바로 왕을 수종들게 되었는
데, 기쁨의 잔치를 했으나 요셉의 부탁을 깜쪽같이 2년이나 잊어버리고 있
었다.

창세기 41 장
바로의 꿈
요셉은 아직도 감옥에 갇혀 있었다. 술 관원에게 자기의 무죄를 바로에
게 아뢰어 석방 기회를 바랐으나 그 희망도 사라졌으니 술 관원은 요셉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디발 지신도 요셉의 청렴 결백을 아마 지
금쯤은 알고 있을지라도 석방시킬 어떤 이유가 없었다. 요셉은 자기 형들
의 악한 행위에 대해서 마음의 분노와 고통이 있을 지라도 아버지 야곱이
교훈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낙심치 않고 있었다. 아버지와 동생 베냐민
을 심히도 보고 싶었을 것이다. 요셉은,
로마서 8:2 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 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러한 위로의 성경 말씀이 주워지지 않았을 때에라도 하나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겼다. 오늘의 크리스천들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으면 낙심하고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들
은 요셉을 본받아야 한다. 하나님은 요셉을 크게 쓰시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매 요셉이 높이 쓰임을 받게 된다. 요셉은
꿈이 그의 생활에 큰 역할을 하였는데, 바로에게 등용 될 때에도 꿈이 중
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바로의 꿈은 온 애굽과 근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
친 꿈임을 볼 수 있다.
1-7
만 이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하숫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숫가에 섰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일곱 이삭이 무성하
고 충실한 일곱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두 가지의 꿈이 같은 뜻을 가지고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요셉 자신도 경
험했고, 바로도 두개의 같은 뜻의 꿈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술,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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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관원의 꿈 해석을 한 지 2년 후에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바로의 꿈은 나일 강 주변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 살진 일곱 마리의 소
를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마리의 소가 하수에서 나와서 살진 소를 먹어버
렸다. 애굽의 ‘죽음의 책’ 이라는 곳에 보면 식물의 신, 그리고 지하
신 ,‘오시리스(Osiris)’를 일곱 소와 동반한 큰 소를 대표하고 있다. 이 우
상 섬기는 제도와 꿈은 전혀 관계가 없다.
두 번째 꿈은 일곱 살진 이삭을 여윈 일곱 이삭이 삼키는 일이다. 두 다
른 꿈을 꾸었으나 그 내용의 뜻은 같은 것이다.
8-13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
이 바로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오늘날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 밤에 꿈을 꾼즉 각기 징조가 있는 꿈이라 그곳에 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소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고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
되 그 꿈대로 각인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하고 그는
매여 달렸나이다
아침이 되자 바로는 자기의 꿈을 해석할 유명한 박사들과 마술사들을 불
러 들였다. 자기들의 신을 상징하는 것이 자기 눈 앞에서 잡혀 먹는 꿈은
심상치 않는 예감을 갖게 하였다. 실제로 애굽의 마술사들은 이 꿈을 도저
히 해석해 내지 못하였다.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큰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들로써 수 백년 후에 모세와 대결했던 이들과 유사한 무리로 간주된다
(출7:11, 22; 8:7). 이 마술사들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귀의 영들과 소통
하여 왕과 사람들 앞에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이러한
마귀의 한정된 능력이라 할지라도 기적을 행하고, 미래의 예언이 부분적이
라도 들어 맞을 때는 사람들을 현혹할 뿐만아니라 마술사들과 사람들의 마
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마귀에게 향하게 한다.
이 경우, 바로의 꿈이 마귀의 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들이
접하고 있는 영으로는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그 능력이

한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박사들과 마술사들은 바로 왕의 꿈이 앞으로 애굽 땅에 심상치 않는 전조
를 의미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으나, 그 뜻을 분명히 해석할 수 없어서 부
끄러운 얼굴로 왕에게 말했다.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갑자기 옥에 갇혀 있는 요셉이 생각났다.

자기

가 옥에 갇혔을 때, 자기의 꾼 꿈을 해석한 것이 그대로 이뤄진 사실을 기
억에 떠올렸다. 복직한 후 왕의 일을 돌보는 바쁜 생활에 그만 요셉을 깜
박 잊었던 것이다. 그는 즉시 바로 왕에게 자기의 허물을 고하게 된다. 실
제로 이 사람은 요셉과 약속을 하고, 이행치 못한 가책에서 이러한 말을
했을 것이다. 그는 2년 전에 자기가 떡 관원장과 보디발의 옥에 갇혔을 때
에 히브리에서 온 젊은 이가 우리들의 꿈을 해석하여, 3일 후에 그 해석대
로 정확히 이루어져, 떡 관원장은 교수형에 처해지고, 나는 복직하여 왕을
봉사하고 있다고 말하였으며, 이 사람이 어떤 복술자나, 박사나, 마술사보
다 미래에 대한 이해가 더 밝다고 말하면서 왕이 참으로 이 꿈의 뜻을 알
기를 원한다면 요셉이라는 청년을 부르도록 간언을 했던 것이다.

- 184 -

창세기43장
14-16
이에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라 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
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내게 있느 것이 아니라
하나닙이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히시리이다
술 관원장의 추천에 따라 바로 왕은 요셉을 불러 들였다. 히브리 사람을
가증히 여기는 애굽 사람들인데, 특히 왕이 옥에 있는 히브리 사람을 부른
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나 왕은 꿈의 해석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이 곧바로 요셉을 왕궁으로 부르라는 명령을 내렸다.
헤로도투스라는 역사가에 의하면, 애굽 사람들은 매우 깨끗한 사람들이라
그들의 머리털이나 수염을 상을 당하여 슬퍼하는 기간을 제외하고는 기르
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와 반대로 히브리 사람들은 수염이나 머리
털을 깎지 않고 기르는 풍습이 있다. 그래서, 요셉은 급히 수염을 깎고, 왕
을 배알할 적절한 왕궁 옷을 입고, 조급하게 기다리는 왕궁으로 갔다.
드디어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었다. 요셉으로 말하면, 가난한 젊은 외
국인이요, 13년간 종살이한 자인 그가 그 당시 온 세상에서 가장 권세있는
왕 앞에 선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왕 앞에 서게
된 것으로, 그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의 창조주이시다. 하
나님 앞에서는 바로 왕이라 할지라도 단지 먼지에 지나지 않는다(시
119:46).
바로는 요셉에게 즉시 자기의 문제를 말했다. 자기가 한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심상치 않아서 해석할 자를 찾았으나 한 사람도 이 꿈을 해석지
못하였다고 말했다. 그러한 중에 꿈을 정확히 해석한다는 요셉에 대한 놀
라운 소식을 듣고 기뻐서 요셉을 불러 정확한 꿈의 해석을 듣기 원했다고
왕은 말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아마 마음이 우쭐할 수도 있고, 또 바로에게 어떤
조건을 제시할 수도 있는 유혹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요셉은 자
기가 가지고 있는 꿈 해석의 특유한 은사를 이용하여 바로의 요구를 들어
주면서 조건부로 자유의 몸이나 어떤 큰 액수의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었
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은 즉시로 대답하기를, 자신이 예언하는 능력같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만일 내가 그 꿈을 이해하고 해석한다면, 이것은 내
가 아니고,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 꿈을 알게 해 주실 수 있다고
말하였다. 다시 말하면 ‘전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이어 바로
가 낙심하지 않도록 즉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이 꿈의 뜻
을 알게 하시리라’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고 한 것은, 앞으로 애굽
땅에 확실히 임할 큰 재앙의 어려움에 대처할 준비를 하게하여 이 어려움
을 평안한 가운데 견딜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란 듯으로 한 말이
다.
요셉은 가나안에 있을 때에 자신이 꾼 꿈을 형제들에게 말하여 그들로부
터 시기를 받은 이후의 영적인 성장이 그의 대답에서 나타나고 있다. 옛날
에 자기가 꾼 꿈의 내용이 형제들보다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보인 것으
로 철없이 말하였다가 그의 가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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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살이와 옥살이를 통해서 참으로 겸손과 인내를 배웠고, 지금처럼 그가
겸손히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때에 요셉은
왕과 신하들에게 존경과 신임을 얻게 된다. 또 그는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술 맡은 관원장의 책임을 추궁하며 갑자기 상승된 자신의 위치와 권세를
과시하기보다는 자신을 자제하며 공손히 모든 영광과 공로를 하나님 한 분
께만 돌렸다.
17-24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하숫가에 서서 뵈 살지고 아름다운 암소가
하숫가에 올라와 갈 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악하고 파리한
일곱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악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악한 소가 처음의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먹었으나 먹
은 듯 하지 아니하여 여전히 흉악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나더니 그 세약한 이삭이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술
객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보이는 자가 없느니라
바로는 그가 꾼 두 꿈의 내용을 요셉에게 말했다. 파리한 일곱 소가 살진
일곱 소를 먹은 일과 파리하고 세약한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삼
킨 일의 꿈을 말했다. 그러면서 바로는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그렇게 파리
하고 흉악한 소는 본 적이 없다는 것을 덧붙였다. 그리고, 그 소를 먹었으
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파리하다고 했다. 이 꿈들은 바로에게
무서운 인상을 깊이 주었다.
그래서, 바로는 이 꿈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부지런히 해석자를 찾았으나
찾지 못했다는 말을 다시 한번 했다. 즉 애굽의 신들과 박사들이 이 꿈을
설명하려고 했으나 설명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 꿈들이 암시하는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가 불가능하다는 말을 했다.
25-32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
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이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악한 일곱 소는 칠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ㅇ;ㄹ고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고하기를 하나
님이 하실 일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
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
게 되고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흉년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
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이 바로의 꿈에 관하여 잠간 묵상이나 기도를 했는지는 본문에 기록
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 정확한 꿈의 해석을 요셉에게 주셨다.

꿈의 내용 자체에서 암시
애굽의 주 산업인 곡식과 소, 혹은 목축업에 영향을 미칠 것을 암시한
다. 꿈에서 7이라는 숫자를 7년으로 요셉이 정확히 해석한 것이다. 숫자
는 기간을 의미한다. 요셉이 술 관원과 떡 관원에게 말한 3의 숫자도 3일
로 해석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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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꿈을 바로에게 두 번 주신 것(요셉에게 두 다른 꿈을 주신 것과 같음)
은 이것을 하나님께서 곧 그대로 실천하신다는 뜻이다. 요셉이 이 모든 것
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네 번이나 강조한 사실은 주의할 만하다
(16, 25, 28, 32).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분이 모든 꿈의 내용대로 성
취하신다.
일곱 살진 소와 일곱 충실한 이삭은 앞으로 애굽 땅에 올 대풍년을 말한
것이다. 일곱 여윈 흉악한 소와 일곱 세약한 이삭은 일곱 풍년이 온 다음
닥아올 일곱 흉년을 말하는 것이다. 흉년이 너무 심하여 그전에 왔던 풍년
을 잊어 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요셉은 이를 표현하기를 “이 땅이 기
근으로 멸망하겠고,” “흉년이 너무 심하겠다”고 하였다.

하나님에 관한 두 이름
이러한 나라의 샘존에 관한 중요한 해석을 하는 것 이외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두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요셉이 애굽인들에게 하나
님을 기르켜 말할 때는 항상 ‘엘로힘’이라고 불렀다. 이는 그 뜻이 ‘전능
하신 창조주, 절대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물론,
복합 단일체인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말한다(‘엘’=단수, ‘엘라’=복수, ‘엘로
힘’=삼복수; 창39:9, 40:8, 41:16, 25, 28, 32). 성령에 감동된 성경의 기
록자는 요셉이 하나님을 표현한 부분을 기술할 때, 언약의 하나님의 이름
을 ‘여호와’(LORD) 하나님으로 기술하였다. 이것은 그의 택하신 특별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구속주의 이름으로 자신을 표현한 것이다(창39:2, 3,
5, 21, 23). 이 두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사용되어질 때에 항상 영적
인 분명한 뜻이 있다. 하나님의 이른이 근원적으로 분리된 뜻을 가지는
것은 아니나,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느냐에 따라 두 이름 가운데
하나의 이름을 성령에 감동된 자가 기록하는 것이다.
요셉이 그 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에 왕과 그 전에 꿈을 해석하지 못
하였던 술객과 박사와 마술사들에게도 모든 것이 분명하고 완전하게 그려
진 전면적인 하나님의 청사진이 보여졌다. 그 꿈의 해석이 너무도 확실하
고 분명함으로 아무도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논쟁을 일으키느 자가 없었
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크신 계획에 따라 바로 왕의 신하들의 무지를 허락
하시고 이베 요셉과 이스라엘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인생의 구
원 사역을 준비하시는 것이다.
로마서 11: 3 3- 34 깊 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 함 이여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 할 것이로 다 누가 주의 마음 을 알았느뇨 누가 그
의 모사가 되었느뇨

왕국의 둘째
바로의 마음을 혼잡케 한 신비로운 그 꿈이 해석되었을 때, 조금도 의
심이 없었으므로 이제는 애굽 땅에 큰 어려움이 닥쳐옴을 깨닫게 되었다.
이 사실이 바로의 마음을 엄습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나라를 다스리는 왕
으로써 이 문제에 대하여 곰곰히 생각했을 것이다. 그의 백성들은 양식이
풍성한 번영된 생활에 익숙해 있었다. 실제로, 자기들의 잉여 곡식을 다
른 나라에게 수출하는 위치에 놓여 있는데 그들이 흉년을 당할 때 어떻게
그 난관을 극복할 수 있을까? 그 때에 그들은 왕을 원망할 것인가? 아니
면, 자기들의 믿는 신을 불신할 것인가? 아니면, 혁명을 일으킬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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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바로 왕은 현재의 역사가에 의하면, 그 당시 미움을 받았던 힉소
스 왕조의 한 사람이였기 때문에 상기의 가능성을 생각할 때 마음에 번민
을 일으켰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을 태위시키거나, 아니면 왕을 난처한 자리에 두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하신 것은 아니다. 실제로 이 일로 말미암아 나라를
통치함에 있어서 그의 왕권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배후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바로나
그 거대한 왕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에,
이사야 40: 15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적은 티끌 같으
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라고 하셨다. 이 계획을 이루는데 지금 요셉이 중심적인 인물인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의 정확한 해석을 주실 뿐만아니라, 바
로를 위한 효과적인 계획도 주신다.
33-36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치리하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이같이 행하사 국중에 여러 관리를 두어 그 일곱해 풍
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그 관리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
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해 흉
년을 예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요셉은 이 땅 위에 장차 나타날 사건을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한 뒤, 계속하여 말하기를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대책을 바
로에게 잘 지도해 주었다. 매년 자기들이 농사한 후에 모든 곡물을 소비시
키며 낭비하던 생활에서 돌이켜, 앞으로 닥아올 흉년을 대비하여 돈이나
금이 아닌 곡식을 저장해야 하는 계획을 세워야 함을 조언하였다.
구러나, 불행히도 백성들 스스로 앞으로 닥아올 흉년을 위하여 저축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사람의 기질은 미래를 위하여 저축하기보다는 그
들이 번 돈과 양식을 다 써버리는 경향이 있다. 또 이러한 기회를 이용하
여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이므로 이러한 일을 국가적으
로 계획하지 않으면 모든 백성에게 위기 때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되고 만다.
이러한 거국적인 일을 할 때에 사람의 독재성과 잔인성이 발동할 수도 있
어, 특히 양식을 공급하는 일이 독재자의 손에 들어갔을 때는 백성들이 많
은 곤욕을 당할 수 도 있다.

이러한 계획의 성공의 열쇠와 나라가 살아

남을 열쇠는 이 계획의 책임을 맡은 자가 누구인가에 그 관건이 달려있다.
정직한 자가 맡으면 구세주가 되고, 악한 자가 맡으면 폭군이 되는 것이
다.
그래서 요셉은 바로에게 정직한 자를 먼저 선택하라는 충고를 한다, 미래
에 온 애굽 땅에 나는 곡물을 생산하는 일과 분배하는 일을 맡아서 신용있
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있는 자라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래서, 총감독하는 행정관을 두고 그 일을 실행하기 위한 보좌관을 두어
애굽 땅에 풍년이 왔을 때 20%의 징세와 이를 저장하는 일을 하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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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역사가에 의하면, 옛날에 애굽, 또는 다른 나라에서도 징세의 사실이
증명되나, 20%의 징세는 드문 일이며, 이로 인하여 인기없는 왕은 저항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총 감독관은 이 계획을 지혜롭게 백성들에게 설
득시켜며 자신이 모든 일에 완전한 인격을 갖춘 자로써 모범적이어야 했
다.
요셉이 충고한 계획에 따라 거출한 곡물을 미래를 위해서 온 애굽 땅의
지정한 곳에 큰 곡간을 지어 저장하게 하였다. 풍년 기간에는 세금을 낸
후에도 남은 80%의 양식을 가지고 넉넉히 살 수 있을 뿐만아니라 외국으
로 수출까지 하였던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세금을 징수하는 일 이외에, 곡물을 따로이 국가가 돈을 주
고 사는 일도 하였다고 간주된다. 비록 이 문제에 대한 성경의 지시는 없
다 할지라도, 구입하는 돈은 징세를 통하여 얻은 국고금으로 충당되었다.
풍년에는 곡식 값이 아주 싸게 매매되었고, 국가에서 법적으로 일을 실행
하는 관계로 흉년이 왔을 때도 아무도 굶는 사람이 없게 된다. 이 모든 계
획의 실행의 열쇠는 오직 정직하고 지혜로운 감독관을 세우는데 있다.
이에 대하여 요셉이 자신을 드러낸 증거는 전혀 없고, 도리어 옥에서 나
오는 것만으로 만족하였으리라는 것이 더 타당한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그는 외국인이고, 또한 죄수이어서 정치적인 위치에 오를 수가 없기 때문
이다. 그리고, 이를 위하여 훈련된 것도 아니고, 그러한 경험은 전무하며,
나이도 이제 30밖에 되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을 위하여 요셉을 훈
련시켜 왔건만 요셉은 이 일에 대하여 어렴풋한 상상도 하지 못했다.
37-44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
ㅘ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
셉에게 이르되 하난미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
혜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다 네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
다 높음이 보좌 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
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
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바로와 그 보좌관들은 요셉이 꿈을 해석할 뿐만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현명한 계획을 왕께 고하는 것을 보고, 그의 모든 인격과 다방면의 완전한
성품에 모드 한결같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왕과 신하들은 즉시로 요
셉이 제시한 방안을 채택하게 된다. 몇 시간 전만해도 요셉에 대하여 전혀
알지 못하던 자들이었다. 여기에 그가 제시한 방안과 계획을 이상적으로
수행할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 분명해 진다.
그들은 요셉이 보통 사람에게서 볼 수 없는 특수한 영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임을 인식했고, 사실 참으로 다른 일도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었던 것
도 이 이유 때문인 것이다. 그들이 비록 성령의 교리와 성령 충만에 관한
것을 알지 못했다 할지라도 요셉 속에 하나님의 영(히, 루하크 엘로힌,
ruach Elohin)이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요셉은 진실로 많은 증
인들 앞에서 하나님을 잘 증거하였다(딤전6:12). 이러한 총명한 지혜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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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특출함에도 그는 아주 겸손하여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
바로 왕은 지체하지 않고 그가 묘사한 이 직분을 감당할만한 사람이 요셉
외에 누가 있겠느냐라고 인지하며 선언하였다. 하나님께서 그와 분명히 함
께 하셨다. 비록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다신교 우상 신을 믿는 자라 할지
라도 역사 가운데의 이 시점에서는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인
정하여 요셉이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바로 왕은 즉시로 요셉을 전 왕국을 다스리는 자로 세우고, 다만 권위에
있어 왕 다음의 둘째 자리에 두었다. 요셉은 이 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모든 권세를 부여받았고, 정치적인 면과 법칙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도 갖
게 되었다. 바로는 자기 밑에 있는 자들이 요셉에게 절대 복종하기를 명령
하였다.
이것은 놀라운 발전이다. 알지도 못하는 외국인 죄수가 갑자기 온 애굽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오르게 된 것이다. 요셉에게 왜 오랫동안 고통과 멸
시, 그리고 인내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품이 필요했는지를 이제야 분명히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자기 높임을 받게 될 때, 그 사람은 교
만으로 가득 차서, 결국 그 급속한 성공이 그를 멸망케 하기도 한다.
요셉이 다른 것은 잘 훈련되고, 그 인격이 과정을 통하여 수련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다 할 수 있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그를 강하게 붙드시며, 또 그 길을 인도하실 것을 확신한 것이다. 요셉이
이러한 직분을 추구하거나 또는 예기치 아니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
르실 때에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다.
바로 왕은 즉시로 요셉을 정식으로 그 자리에 세우고, 그에게 왕의 인장
가락지를 그의 손에 끼우고, 국사의 최종 결재 권한을 위임하였다. 애굽에
서 가장 좋은 세마포를 입히고, 왕의 권위를 표시하는 무늬가 있는 표상이
붙은 금사슬을 요셉의 목에 걸어 주었다. 또한 국가적인 왕의 행렬을 계획
하여, 바로보다 조금 못하게 한 왕의 수레를 타고 왕의 뒤를 따르는 것으
로, 요셉이 이제부터 온 왕국에 둘째의 명령자임을 온 백성들에게 알렸다.
요셉이 수레를 타고갈 때에 그와 함께 한 사람들이 백성에게 무릎을 꿇으
라고 외치는 것이었다.
바로는 물론 그 왕국을 다스리는 제 일인자로 군림하지만, 왕을 제외한
모든 백성들은 요셉이 그들에게 명하는 모든 말을 복종해야 한다고 명령을
내렸다. 여기서 왕은 요셉의 허락없이는 아무도 수족을 놀릴 수 없다고 하
였다. 이 말은 왕의 절대적인 권위를 묘사하는 한 표현 방법이다. 사람의
형편이 여태까지 갑작스럽게 완전히 그 조건이 변화한 적이 있는가? 이 경
우를 놓고 성경 학자들은 ‘요셉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보고 있다.
빌립보서 2:7 -1 0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 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
의 모양으로 나 타나셨으매 자기를 낮추시 고 죽기까지 복종 하셨으니 곧 십 자기의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 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 들로 모든 무릎을 예
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요셉의 위치가 죄수에서 갑자기 일약

한 나라의 총리로 급상승한 상황

속에 이 놀라운 즐거움을 그의 아버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이 한 구석에 있
을 것이므로 마침내는 고향을 그리워 하는 향수에 젖게 되었을 것이다. 이
는 뒤에 결혼하여 아들들을 낳아 이름지을 때 그 마음이 나타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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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그의 꿈과 예언적인 그 암시를 거의 잊고 있었다. 그의 형제들로부
터 미움을 받고, 원치 않는 애굽의 노예로까지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는 이제 그 꿈의 실현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비록
자기 가족들이 자기를 존경치 않는다 할지라도(창37:7, 9), 온 애굽 백성
들이 자기를 존경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했다. 그 이외에도 이제 요셉은 인
간적으로 말해서 자기 가족 가운데 어떤 사람도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오
른 적이 없는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물론 요셉은 이것을 자기
의 능력이나 노력보다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기인한다는 사실을 인
정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애굽인들로 말한다면, 요셉이 높은 평가를 받고 그들을 통치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요셉이 애굽 사람
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이 큰 일을 효과있게 수행하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사실이다.
45-46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
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삼십 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이 외국인의 배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바로 왕은 요셉에게 가능한

한

애굽 시민권과 사회적인 지위를 수여함으로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제 이인
자로 영접케 하여 국사를 원활히 수행하기를 바랐다. 그래서, 바로 왕은
요셉에게 애굽의 이름을 주었다. “사브납바네아,” 그 뜻이 ‘풍성한 삶,’ ‘세
상의 구세주,’ ‘비밀을 나타내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삶,’ ‘몸으로
지탱하는 보급자,’ 등의 여러 가지 뜻이 있다. 바로가 명명한 이름의 내용
이 그가 애굽의 역사상 그 당시에 애굽 나라에 특이하게 헌신한 내용의 뜻
이 내포된 이름들이다. 물론 상기한 이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과
흡사한 뜻으로 보아 요셉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도 볼 수 있다.
바로는 또한 요셉에게 애굽 사람들의 눈에 좋도록 제사장의 딸로 아내를
선택하여 주었다. 그 여자에 대해서는 이름과 그 녀의 부친에 관한 것 이
외에는 언급되지 않고 있다. 상상컨대, 하나님을 섬기는 요셉이 이방 여자
와 결혼을 승낙한 것은 그 여자가 적어도 우상 종교를 떠나고 여호와 하나
님을 섬기겠다는 동의를 받은 후 결혼했을 것이다. 이 여자가 요셉 아들들
의 모친이 되는 것이다. 고향에서 자기 가족의 배경으로 볼 때 그가 자지
아내와 함께 자녀들을 하나님 섬기도록 훈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
인지 요셉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여인의 이름은 “아세낫,” 이 뜻은 ‘나에게 헌신’이란 뜻을 내포하는데,
애굽 여신인 ‘미늘바’와 동일한 이름이다. 그러므로, 이 여자가 애굽의 다
신 종교의 영향을 받으며 자라난 것이 분명하다. 그 여인의 아버지의 이름
은 “보데베라”(“보디발”과 같은 뜻이며, “라”는 태양 신의 이름에 붙여짐)
이며, ‘온’이라는 지역의 가장 높은 제사장이었다. ‘온’은 아마 ‘헬리오 폴
리스’와 같은 장소로 생각된다. 이 도시는 특히 태양 신을 신봉하는 지역
의 주 도시이다. 물론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 시대에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지식이 애굽에 들어온 적이 있었고, 계속해서 요셉의 때에 바로 왕과 모든
신하들이 그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였으며, 왕과 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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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과 옴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가는 마당에 이 여인도 여호
와 하나님을 참신이라 믿고, ‘라’의 태양 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개종하는
것은 과히 어려운 일은 아니였다고 믿어진다. 아무튼 요셉이 이 여인과 결
혼하였고, 그 후에 나타난 모든 증거로 보아 그의 자녀들을 양육하는데 적
합하고 신실한 아내로 간주된다. 성경의 기록으로 보면, 요셉은 ‘아세낫’외
에 다른 여자와 결코 결혼한 적이 없는 것같다.
요셉은 결혼 후 즉시 그가 맡은 사명을 수행하였다. 맨 먼저 그는 애굽
땅을 두루 순찰하였다. 요셉은 애굽의 자원과 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
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것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순찰을 하는 수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
이때의 요셉 나이를 30세라고 성경은 밝히고 있다. 그래서 그가 고향을
떠난 것이 13년이나 지난 후였다. 그는 아직도 젊은 나이였으나, 이 막중
한 일을 맡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성숙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가 첫 번
째 조사를 한 후, 다시 조사를 행했다고 하는데, 그 두 번째는 첫 번째에
얻은 지식에다 애굽의 농업과 다른 농산물과 산업을 더 세분하여 조사하였
다.
그리고 자기를 도우는 보좌관을 세워서 앞으로 닥아올 풍년에 곡물을 저
장할 일을 대처하는 총괄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이다.
47-49
일곱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칠년 곡
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중에 저장하매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
었더라
요셉이 예언한대로, 농사의 일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대 풍년을 맞게
되어 애굽은 그 풍부한 생산으로 대 번영을 구가하게 되었다. 7년이란 긴
세월동안 애굽 백성은 모든 땅의 풍부함을 만끽하게 되었다. 47절에
‘gomets'란 말이 있는데, 이는 땅을 인격화하여 말한 것으로 ’땅이 손에
양식을 가득히 가져왔다‘는 뜻이다. 이를, 한글 번역은 ’이 땅에 소출이 심
히 많았다‘라고 번역하였다. 요셉은 백성들로부터 소출의 20%을 징세하여
거둔 양식을 나라에서 지은 곡간에 자장할 계획을 세웠다. 요셉은 백성들
로 하여금 이 계획은 자신들의 장래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므로 그들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곡간을 백성들이 사는 주위에 짓게 하였다. 이 제도를
공평히, 그리고 동일하게 모든 지역에 실시함으로 누구에게서도 불평을 받
지 않았다.
세월이 가면서 곡물의 수확이 너무나 풍성하여 자연히 거출하는 곡식의
양이 방대하게 되었다. 결국은 누가 얼마의 곡식을 세금으로 납부하였는지
기록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 표현이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많았다’
라는 것이다. 곡식을 저장한 곡간의 수를 계산하는 일 외에는 계수할 수가
없을 정도였다. 진실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그 땅을 축복하셨다.
50-52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으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자의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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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에브라함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
다 함이었더라
애굽이 7년간 풍년을 맞아 번영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요셉과 아세낫 사
이에 두 아들을 주셨다. 이 두 아들은 장차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가장 탁
월한 두 지파로 그 이름이 주워진다. 이 아들들의 이름을 지을 때, 요셉은
특별한 경험의 뜻을 가진 이름을 지어준다.
그 첫째 아들은 ‘므낫세’로, 그 뜻은 ‘잊어 버린다’이다. 요셉이 당한 오랫
동안의 고통과 형들로부터 받은 외면등의 기억들을 잊어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억력의 상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
것이라는 뜻이다. 이 사실은 나중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한 내용(창
50:20)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 모든 고통과 문제들은 자기에게 선이 되
기 위해서, 또는 그의 가족의 궁극적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었다.
그리고, 둘재 아들은 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지었다(‘열매가 배로 맺었
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부당하게 오랜 세월을 두고 고통한 이 땅에서 자
신에게 넘치는 축복과 번영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뜻에서 지은 이름이
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을 이렇게 다루신다. 특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
역을 통하여 열매가 있기를 바라는 자를 부르시고 쓰실 때는 이러한 형태
로 먼저 시련을 주시고, 후에 승리와 영광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도 이와 같은 길을 걸으셨다.
디모데후서 2: 1 1- 12 미쁘다 이 말이여 우 리가 주와 함께 죽 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
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 하 면 주도 우리를 부인
할 것이라
로마서 8:1 8 생 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 에게 나 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비록 이 세상에서 전 생애를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고,
거절과 핍박을 당하며, 승리를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더 좋은 부활을 주시고, 장차 올 세대에 더 큰 일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이다.
요한계시록 21: 4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서 씻기시 매 다시 사 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 들이 다 지나갔음이러
라
요한계시록 2 2:3 - 5 다시 저주 가 없으며 하나님 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대 있
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 굴을 볼 터이요 그 의 이름도 저희 이마
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 빛이 쓸데 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
희에게 비취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 리로다

53-57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일곱 해 흉년이 들기 시작
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식물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주
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
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
근이 있으매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 쌔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
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드디어 요셉이 말한대로 풍년의 기간은 지나갔고, 애굽 사람들이 지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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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동안 풍년으로 항상 차고 넘치는 생활의 풍요함이 애굽의 시민이면 누
구나 가지는 특권으로 생각했으나, 요셉으로 인하여 모르는 바는 아니였지
만, 갑자기 심한 흉년이 엄습했을 때 저들은 놀라움에 사로 잡혔다. 백성
들은 풍부할 때 높은 생활 수준을 영위해 왔으나, 기근이 온 세상에 임했
을 때 저희들은 그것에 적응키 위하여 어려운 생활을 해야만 했다. 오늘날,
미국의 풍요로운 환경에서 그 부를 누리고 사는 자들에게 갑자기 전쟁으로
인한 기근과 문화의 파괴로 말미암아 안락한 생활이 불가능해 진다면 그들
이 겪을 어려움은 충분히 짐작이 되는 것이다.
요셉 자신은 물론이요, 온 애굽 나라를 위해서 기근의 때를 위해서 준비
하지 않았다면, 모든 사람이 곧 닥아오는 기근에 모두 궁핍함과 기아 상태
로 멸망하고 말았을 것이다. 실제로 기근이 애굽 땅뿐만 아니라 지구 상에
임한 기근이었다. 애굽을 제외한 어떤 나라도 이 기근에 대비한 나라가 없
었다. 이 기근이 극심하여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까지 미치게 되었
다.
온 땅에 기근이 엄습할 때
애굽만이 곡식이 있는 나라가 되었다. 개인적으로 저축한 양식은 곧 바닥
이 났고, 기근 때문에 수확이 있다해도 그 양이 극히 적은 관계로 백성들
의 양식으로는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애굽이 매년 풍부한 비로 인하여 나
일 강이 가득하고, 그로 인하여 기름진 옥토에서 풍년을 만끽하던 나라가
이제는 가뭄으로 인해서 강도 말라 수심이 바닥에 이르는 형편일 때, 가나
안 땅이나 시리아 지역에도 오랜 가뭄으로 기근이 극심했던 것을 성경의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대개 백성들은 이러한 곤경에 빠질 때 정부에게 불평을 하는 수가 많다.
이 불평이 바로 왕으로 비를 내리게 할 수 없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
저 정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 때에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백성에
게 양식을 내주는 것인데, 바로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것을 약속하
고, 나라의 총리 대신인 요셉에게 가서 요청하라고 명령했다. 요셉은 가능
한 한 오랫동안 기다리다가 양식이 모두 진하였을 때에, 드디어 곡간을 열
어 백성들에게 풀어 이 곡식을 구입하도록 하였다.
사횝 복지를 주장하는 자들은 요셉에 양식을 그냥 나누어 주기 않고 왜
그 양식을 팔았는지 궁금할지 모르나, 요셉은 앞으로 있을 7년의 흉년을
대비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행동이었다. 물론 가난하여 구입할 돈이나 다른
방편이 없는 사람에게는 복지 차원의 분배가 있었을 것이다. 합법적으로
거출하고 구입한 양식을 거져주는 것보다는 판매를 통하여 국가의 재정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나라를 통치하는 것이 유익하다
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심한 기근으로 백성들이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되므로 나라의 수입원을 세금 대신에 양식을 판 것으로 대
치하는 정책이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라의 파국은 불보듯 뻔하기 때문
이다.
기근이 온 지역에 퍼져 있을 때,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각
나라로부터 곡식을 구하려는 사람들로 줄을 이었다. 결국은 이로 인해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옮겨오는 계기가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이다.
백성으로부터 소출의 20%를 세금으로 7년 동안 거두어, 7년의 흉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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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동안 자기 백성은 물론이요, 인근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나누어 주기
에 부족함이 없다고 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7년의 풍년
이 얼마나 큰 수확의 축복이었으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요셉의 행
정력이 얼마나 효과있게 수행되었는가를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다. 이것은 우리의
원하는 것을 다 주시겠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
겠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워 주시는 분은 아니시다.
빌립보서 4: 19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 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
희 모든 쓸 것 을 채우 시리라

흉년을 당할 즈음에, 요셉은 애굽 생활이 거의 20년 쯤 되었다. 그 동안
요셉은 가족들로부터 소식을 한번도 들은 적이 없었다. 그는 아마도 지금
은 아버지가 돌아 가시지나 않았나 짐작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요셉
은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였다. 비록 형제들이 자기에게 악을 행했다 할지
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녹이사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어 골육 형
제들을 보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을 것이다. 그가 총리 대신의 자리에 올랐
을 때에 아마 군인들의 호위를 받아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의 가족을 만

날 마음도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현재의 맡은 책임이 중대하여 국
사에 틈을 비울 수 없었기 때문에 실행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한다. 아무
튼 그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조만간에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과 모든
친척들을 애굽에 있는 그에게로 보내실 것이다.

창세기 42 장
요셉과 그의 형제들
창세기 39장, 40장, 41장은 20년간 요셉이 애굽에서 타향 생활을 했는
데, 보디발의 집과 감옥에서 13년을 보냈고, 애굽 땅에서 총리 대신으로
또 7년을 보내게 되었다. 이 기간 동안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언급
은 없고 요셉의 친 동생인 베냐민은 약 23세가 되었다.
요셉의 10형제들은 그 동안 아버지를 속여 요셉을 애굽에 팔고 난 후,
죄책감 가운데서 요셉이 애굽에서 어떻게 되었나 궁금해 하면서 살아왔을
것이다.
야곱은 하루도 요셉을 잊은 적이 없으며 슬픔 가운데서 살아왔을 것이
다. 애굽에 심한 기근이 들므로 팔레스타인이나 인근 지역에 큰 타격이
왔을 것이다. 특히 야곱의 가족들은 목축업이 주업이라 기근으로 초원지
대가 없어지니 짐승을 먹이는 일이 심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러나 워낙
부유한 지라 야곱은 돈은 있으나 구입할 곡식이 없었다.
1-4
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관망만 하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
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리하면 우리가 살고 죽
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십인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
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을 그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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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렵다 함이었더라
심한 기근이 야곱의 사는 땅에도 영향을 미쳐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기
아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아브라함 때도 기근으로 인하여 애굽으로 내려
갔으나, 야곱은 아직 그러한 사정에 이른 것 같지는 않다.
야곱의 권유로 열 형제들이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가기로 결정했다. 그러
나 혹시 우환이 생길까 하여 베냐민을 데리고 가는 것은 허락지 않았다.
5-9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
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
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가로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 형들을 아나 그들은 요셉을 알
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는 정탐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애굽 백성은 물론이요, 인근 외국인들도 양식을 구입하려고 요셉에게 나
왔다. 그 중에서, 요셉은 자기 형제들을 보았을 때에 즉시 알아 볼 수 있
었고, 복수라기 보다는 신속히 화해하고 아버지와 동생의 소식을 알기를
더욱 열망하고 있었다.
고의로 정탐이라는 의심을 던져 주어서 저들로 어려운 환경을 인식케 하
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살피는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 진실로 어떠한 조
건으로 오든지, 고통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는 축복의 좋은 기회이
다.
10-13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
는 다 한 사람의 아들로서 독실한 자니 종들은 정탐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
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주
의 종 우리들은 십이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말째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요셉이 그들의 가족 상황을 자세히 묻자, 그 말에 자세히 대답을 한 것이
다.
열 두 아들이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 하고, 요셉 앞에서 요셉에 대해서 거
짓말을 한 것을 자신도 모르게 요셉이 죽었다고 고백하게 된다. ‘죄가 너
를 찾으리라’는 말씀대로 아무도 몰래 죄를 지을 수는 없다. 하나님이 보
시며, 반드시 그의 종말을 백주에 나타내시기 때문이다.
14-17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
로 맹세하노니 너희 말째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
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히어 있으
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
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이니라 하고 17 그들을 다
함께 삼일을 가두었더라
저들의 말이 진실한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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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들을 옥에 3일간 가두었다. 형들이 요셉에게 행한 대로 비슷한 감금을
시행했다. 그러나, 열 형제들은 증명할 길이 없어 ‘이제는 우리가 애굽의
옥에서 죽게 되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옛날 요셉에게 행한 일들이 기억이
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여기며, 회개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동시
에 가득 찼을 것이다.
18-23
삼일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너희가 독실한 자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
니하리라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
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
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피값을 내게 되었도다 하니 피
차간에 통변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그 말을 알아들은 줄을 알지 못하였
더라
삼 일간 갇혀 있으니 두려움과 절망과 고통이 저들의 마음을 휩싸고, 도
저히 살 희망이 없는 것 같이 보였다. 요셉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할 때에 그에 대한 대답이 없는 것을 보아 저들이 죄책으로 더욱 두려웠을
것이다. 우리도 집권자가 크리스천이란 것을 아는 것은 기쁜 일이나 내가
범죄하였을 때는 오히려 두렵고 내가 크리스천이라는 것을 노출하기가 부
끄러워지는 것이다.
요셉이 당한 괴로움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통회 자복하는 마음과 후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요셉이 죽은 줄만 알고 그의 피값을 지불하게
되었음을 인정하고 절망 상태에 있게 되었다.
요셉은 저희들끼리 하는 말을 모두 알아들었으나, 요셉이 통역관을 세웠
기 때문에 그 형제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요셉이 형제들과 헤어질 때
는 17세였는데, 지금은 38세에 왕과 같은 옷을 입고 애굽의 최고 권세자
가 되었으니 도저히 알 수는 없었다. 요셉이 애굽 말을 보디발의 집에 있
을 때에 배운 것 같다.
24-26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
므온을 취하여 그들의 목전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
고 각인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요셉은 형들이 서로 과거에 자기에게 행한 죄악을 회개하면서 후회하는
모습을 보고 수 십년간 맺혔던 원한이 순식간에 풀리면서 감격의 눈물을
억제하지 못하여 뛰어들어가 흐느껴 울고 다시 나와서 사무를 보았다.
요셉은 시므온을 결박하고 나머지 형제들을 돌려 보내면서 양식 자루에다
가 다시금 저들이 지불한 돈을 도로 넣고, 길가며 먹을 양식까지도 주었
다.
시므온은 둘째 형으로서 악한 기질이 있어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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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앞장 선 선동자가 되었고, 또 ‘요셉을 죽이자, 또는 웅덩이에 가두자’
등의 악한 일을 선행하는 두목이므로 요셉은 시므온을 옥에 볼모로 잡아
가두고 훈련을 좀 받아야 할 자로 붙들어 두었다.
27-35
한 사람이 객점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구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고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
하여 우리에게 이 일을 행하셨는고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그 만난 일을 자세히 고하여 가로되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엄
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나라 정탐자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
되 우리는 독실한 자요 정탐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비의 아들 십이 형제로
서 하나는 없어지고 말째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
였더니 그 땅의 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독실
한 자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
들의 주림을 구하고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탐
이 아니요 독실한 자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인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 아비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요셉은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올 것을 명하고 보내면서 양식 자루에 다시
돈을 넣고 보내었다. 가는 도중에 양식 자루에 돈이 들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두려워했다.
돌아와 저희들이 야곱에게 고하매, 온 가족이 두려움을 금치 못하고 특히
야곱은 시므온까지도 잃게 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더욱이 다시 돌아가
면 도둑으로 낙인이 찍혀서 큰 형벌을 면치 못할 형편이 되었음을 인정하
고 있었다.
36-38
그 아비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
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
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아비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가로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 행하는 길에서
재난이 그 몸에 미치면 너희가 나의 흰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
라
‘너희들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라는 말은, 이미 요셉을 잃고, 이제는
시므온을 잃게 되었으니 하는 말이고, 야곱의 탄식을 들어보면 모든 것이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라고 하였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다...(롬 8:28)’라고 했는데,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지만 일시적으로
믿음이 약하여져서 가시적인 고통이 이러한 탄식을 낳게 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에게서 난 아들들이 하나씩 없어지려 하니 슬
픔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설상 가상으로 기근에 아들의 손실을 이 이상
감당할 수 없어 음부(죽은 영혼이 모이는 곳)로 내려간다고 탄식했다.
르우벤이 의로운 자식 행세를 해보려고 “아버지, 베냐민을 다시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라고 하였다. 이 말은 당치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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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말이요, 르우벤은 장자로서 야곱에게 이미 실망을 크게 준 아들이다.
4. 야곱은 베냐민에게 화가 또 미칠까 하여 애굽으로 보내기를 거절했다.

창세기 43 장
1-5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매 그 아비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라 유다가 아비에게
말하여 가로되 그 사람이 엄히 우리에게 경계하여 가로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
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
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않으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요셉과 베냐민
요셉의 형제들은 첫번 애굽의 타격적인 경험으로 서로가 회개하는 경험
을 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으로 하나님께 선택받기 위
해서는 성령께서 그들의 신앙 인격을 더욱 연단할 필요가 있고, 아름다운
형제간의 회개와 요셉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일이 아직 남
아 있기에 하나님께서 기근을 극심케 하셔서 양식이 모두 진하여 애굽에
다시 내려가야 할 사정에 이르렀다. 두번째 애굽 여행을 계속 미루어 온
것은(창43;10), 베냐민을 동반하지 않으면 애굽 총리의 얼굴을 볼 수 없
었고, 또한 야곱은 베냐민의 애굽 여행을 완강히 거부했기 때문이다.
땅에 기근이 심하여 애굽 민족 자신들도 양식을 배급제로 하기 때문에 타
민족들은 양식을 조금이라도 얻을 수만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 와
야 할 형편이었다.
유다가 형제의 대변자로 등장한다. 르우벤은 발언권을 거의 잃었고, 시므
온은 옥에 갇혔으며, 세겜 족속을 대량 학살한 혐의가 있고, 레위도 시므
온과 동조하여 악을 행하였으니 신용을 잃었고 유다만 남아 있다.
유다는 베냐민을 동반하지 아니하면 애굽의 총리를 볼 수 없다고 야곱에
게 베냐민의 동반을 강조하고 있다.
6-10
이스라엘이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오히려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
에게 고하여 나를 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가로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
족에 대하여 자세히 힐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그저 살았느냐 너희에
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말을 조조이 그에게 대답한 것이라 그가 너희 아
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이까 유다가 아비 이스라
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
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
하였더면 벌써 두 번 갔다 왔으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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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창37:13 이후로 처음으로 사용하기 시작한다. 요셉
을 완전히 잃었다고 생각할 때에-그의 완전한 패배의 쓴 잔을 마신다고
생각할 때에-‘야곱’이란 이름을 사용한다(창37:34, 42:1, 4, 29, 36). 이제
베냐민을 형제들과 내어보내고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태도를 가지면서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되살아나자 ‘이스라엘’이라 부른다.
야곱이 ‘왜 어린 동생이 있다고 대답하였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모든 형
제들이 ‘총독이 가족의 사정을 소상히 묻기’ 때문 이었다고 말했다. 물론
요셉이 아버지의 소식과 자기 친 동생인 베냐민의 사정을 자세히 알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유다는 강력히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 갈 것을 강조하고, 기근이 극심하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기아로 죽어 가는 소문도 들리니, 속히 양식
을 구하지 아니하면 온 가족이 기아의 위험한 상태에 놓이게 될 것이라 하
여, 신속히 갔다 왔다면 두번이나 갔다 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11-14
그들의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찐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찌
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유다의 이치에 맞는 말을 듣고난 야곱은 더 이상 고집하지 아니하고 베냐
민을 보내기로 결심했다. 야곱이나 그의 아들들은 어떠한 이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총독의 이름인 ‘자바나트 바아니아’란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고
‘그 사람’이라고 불렀다.
야곱은 에서를 만날 때와 같이 선물을 보내어 그의 환심을 사려고 했다.
미디안인들이 애굽에 무역했던 물품 종목들을 나열한 것을 볼 수 있다(창
37:25).

유향,

꿀(포도를

삶아

시럽을

만든

것),

향품,

몰약,

비자

(pistachios), 파단행(almond)등은 애굽에서 생산되지 않는다. 더욱이 가뭄
이 극심한 때에 애굽에도 없는 진귀한 과일들은 그 사람의 마음을 누그럽
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돈을 배나(열 형제니 20뭉치다)물어야할 형편에 놓여 있었다. 요셉은 은
20량에 팔렸는데 지금 그 형제들은 돈 20 뭉치를 지불해야 했다. 은이나
돈이나 같은 말이다(히브리, 케세프, keseph).
베냐민을 내려보내며 아브라함의 언약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키사 베냐민과 시므온을 돌려보내리라고 믿었다. 만
일 돌아오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믿음의
태도였다. 이스라엘의 믿음이 다시금 강해졌다. 마치 욥의 믿음의 말과 같
은 말을 한다.
욥 1:2 1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 사온즉 또한 적신 이 그리로 돌아가올찌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 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찌니이다 하고

또 에스더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는 즉,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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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는 믿음이 다시금 되살아남을 볼 수 있다.
15-23
그 사람들이 그 예물을 취하고 갑절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
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의 앞에 서니라 요셉이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그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 들이고 짐승을 잡고 준
비하라 이 사람들이 오정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그 사람이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
매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일 우리 자루에 넣여 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도
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를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
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그들이 요셉의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
서 그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주여 우리가 전일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객
점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인의 돈이 본수대로 자루 아구에 있기로 우리
가 도로 가져 왔고 양식 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
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이르되 너희
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
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
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내고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보는 순간 약 20년전에 어린 나이의 친 동생과 생
이별을 한 후에 처음으로 대면하여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절제할 수 없었
을 것이다. 정오에 만찬을 베풀기 위해서 자기 집으로 초청을 하였건만 그
형제들은 오히려 자기들을 해하려는가 생각하고 있었으니 마음에 죄가 있
을 때는 축복이 화로 상상되어 두려움으로 차 있게 되는 것이다.
애굽 관원에게 그 형제들이 자루에 알지 못하는 돈 뭉치를 다시 가져 왔
다고 말하여 자기들의 정직함을 증명하려 하였으나 관원은 말하기를 우리
는 돈을 다 받았고 해결이 되었으니 아마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돈을 자
루에 넣은 것 같다고 마치 애굽 관원이 하나님을 믿는 자 같이 말하고 있
다. 필경 요셉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 했음에 틀림이 없다.
뜻밖에도 시므온이 풀려 나왔으며 온 형제들은 미지수의 미래에 떨고 있
었을 것이다.
24-31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여기서 먹겠다 함을 들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오정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그 집으로 들어가서 그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리어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가로되 너
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지금까지 생존하셨느냐 그들
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비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
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가로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냐 그가 또 가로되 소자
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
는 듯하므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요셉이 방에 들어와서 형제들의 인사와 예물을 받은 후에, 그들의 안부와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아버지가 평안히 생존하신다는 말을 듣고 기뻐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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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냐민에게 와서 그의 사랑하는 동생을 보고 비록 나이 차이는 있으나 그
의 친동생을 보니 마음이 불타는 듯하여 ‘하나님이 네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정을 억제 못하여 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울고 눈물
을 씻고 다시 나와서 그들과 함께 나눌 식사를 준비토록 명하였다.
32-34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하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하고 배식하는 애굽 사람에게
도 따로 하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
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유의 차서대로 앉히운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오
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애굽 역사가 헤로도투스(Herodotus)에 의하면, 애굽 인들은 다른 종족이
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동석하여 식사를 하지 않는 것이 풍습으로
되어 있으므로 요셉은 처음부터 애굽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그리고 자기
상을 차렸다. 요셉은 처음부터 바로 왕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분명히 했다. 우리들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을 분명히 밝힐 때에 하
나님을 공공연하게 섬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증거도 되고 시험이 적어진
다.
또 다른 일은 베냐민에게 5배나 음식을 많이 주어서 베냐민을 특별 대우
를 하므로 형제들의 시기를 자아낼 일이었으나 형제들은 아무런 시기가 없
이 오히려 기쁨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서 요셉은 형들의 변화에 만족
하고 참된 화해를 시도하려 했다.

창세기 44 장
요셉이 형들을 시험
요셉은, 옛날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다가 결국은 노예로 팔았던 형제들
이 아버지의 총애를 받고 있는 베냐민에 대하여, 자기에게 대하듯 적개심
과 시기와 미워하는 마음으로 있는지, 아니면 변화가 되었는지를 시험해
보려고 하였다.
유다의 희생 정신
유다는 형제들의 대표로, 막내 동생과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여 자
신이 베냐민 대신에 볼모로 남겠다고 하였고, 유다의 참회의 장면과 아버
지와 동생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포기하는 희생 정신을 보였다.
1-3
요셉이 그 청지기에 명하여 가로되 양식을 각인의 자루에 실을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인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 잔을 그 소년의 자루 아구
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개동
시에 사람들과 그 나귀를 보내니라
요셉은 두 가지 목적으로 연극을 꾸몄다. 첫째는 자기가 사랑하는 친 동
생을 사사로이 만나기를 원했고, 둘째는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로부터 총애
를 받고 있던 자기 형제 베냐민이 종으로 타국에 남게 되는 불행한 일에
대해서 저들의 마음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지, 자기를 노예로 판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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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과연 참으로 회개를 하였는지, 저들의 마음을 알아 보기를 원했던 것이
다.
각인에게 양식을 가득히 채워 주고, 지불한 돈도 각인의 자루에 도로 넣
고, 베냐민의 자루에는 자기의 잔까지 넣었다. 이를 모르는 형제들은 즐거
운 마음으로 고향을 향하여 출발하였다.
4-6
그들이 성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
들의 뒤를 따라 미칠 때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
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미쳐 그대로 말하니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고, 곡식을 자루에 가득 실은
형제들은 기쁨을 가지고, 흉년으로 고갈한 땅에 있는 가족을 향하여 성에
서 나가 채 멀리 가기도 전에, 애굽 군인들의 추격을 받고 정지를 당하였
다. 군인들이 총리 대신의 점치는 잔을 도적 맞았다는 혐의로 악으로 선을
갚는다는 억울한 누명을 씌우며 수색을 하겠다고 하니 이 일은 저들에게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이 된다. 기쁨이 변하여 순식간에 근심으로 가득 차
게 되었다. 이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형제들은 저희들이 요셉에게 행한 죄
에 대한 대가를 받는다고 양심의 찔림을 항상 받았을 것이다. ‘죄가 너를
찾으리라’는 말이 있다. 죄를 짓고는 살 수 없다.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
서 죄를 지었다고 하여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다. 그 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모두 노출시켜 대가를 갚고 마신다.
그러므로, 죄는 짓지 말아야 하며 죄를 지었으면 속히 회개하여야 한다.
요셉이 하나님이 주신 꿈 해몽으로 애굽을 흉년에서 건진 사실을 모두 알
기 있기 때문에 애굽 총리가 신비의 능력이 있음을 형제들은 짐작하고 있
었을 것이다. 미신과 귀신 섬기는 일이 가득한 애굽 땅에서 잔으로 점치는
일들도 있었을 것이다.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히지 않았을 때라 애굽의 총
리 대신이 국사를 결정하는데 점치는 잔은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였을 것이
다. 요셉이 점을 쳤을 것으로는 생각지 않는다. 신명기에 점치는 무당이나
귀신을 섬기는 자들을 금하고 귀신으로 예언하는 자를 죽이라고 했다(신
18:9-22).
7-10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우리 주여 어찌 그렇게 말씀하시나이까 이런 일은 종
들이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적질 하리
이까 종들 중 뉘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뉘게서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갑자기 날벼락 같은 도둑의 누명을 받을 때에 지난 번 자루에 들었던 돈
도 다시 가져온 양심이라며 결백을 호소했다. 형제들은 자기 결백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잔을 가진 자는 죽을 것이요 나머지는 종이 되겠다
고 장담을 하였다. 요셉의 청지기가 저들의 말대로 하겠다며 탐색을 시작
하였다.
여기서, 우리에게 아무리 확신이 있다 할지라도 자진해서 죽음의 형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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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자신이 급하게 결정하여 말하는 것은 경솔한 처사이다.

11-13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 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
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하매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요셉은 과연 형제들이 변화가 되었는지 시험하기를 원했다. 수색한 결과
베냐민에게서 잔이 나왔으니 형제들은 옷을 찟고 짐을 싣고 다시 성으로
돌아왔다. 애굽의 총리의 말이 ‘잔을 훔친 자는 자기의 종이 될 것이요 그
외의 사람들은 돌아가도 된다’고 말하였다. 베냐민은 도둑이 아니요 우상
을 섬기는 자도 아닌데 그를 두고 형제들은 떠나 가기를 원치 아니하였다.
저들이 베냐민과 아버지를 생각할 때 도저히 그대로는 떠나 갈 수가 없었
던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옷을 찟으며 다시 성으로 돌아왔던 것이다.
‘옷을 찟는다'고 하는 것은 심한 마음의 고통을 표시하는 그 당시의 풍습
이다. 여기서 형제들의 변화된 사실을 엿볼 수가 있다.
14-16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 곳에 있는지라 그
앞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
느냐 나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
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오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
겠나이다
베냐민이 잔을 도둑질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형제들이 베냐민을 두
고 자유로이 고향을 갈 수도 있었겠으나 그렇게 하지 않고, 온 형제들이
다시 요셉이 있는 곳으로 동생을 염려하는 근심된 얼굴로 오는 것을 본 요
셉은 마음이 기뻤다. 그들이 동생을 사랑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었기 때문
이다. 아마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하였을 것이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미워
함과 살인 뿐이다. 이것이 사람의 본연의 마음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하
나님께서 오랫 동안 형제들을 훈련시켜 잘못을 회개하고 변화된 마음이 오
늘 이러한 환경에서 나타나게 된 것이다.
요셉이 입을 열어 말을 하기 시작한다.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만
알고 있는 형들에게 ‘내가 점 잘 치는 사람인지 알지 못하느냐?’고 한 말
은 그들을 어안이 벙벙하게 하였다. 점치는 잔이 없어도 모든 것을 아는
애굽의 마술의 신통한 사람으로 생각하면서, 그들도 그들이 어떻게 하여
도적으로 몰렸는지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잔이 자루에서 발견된 것이 사
실이므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총리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이다.
유다가 형제를 대표하여 말하기를 시작한다. 유다는 사실이 도둑으로 증
명되어 버렸으니 자기들이 결백하다고 주장할 수는 없었다. 유다는 자신과
형제들의 마음 속에 20년 전에 요셉을 노예로 팔았던 죄책이 다시 되살아
나서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다’고 고백하였다. 그들은 이제 그
들의 죄 값의 대가로 애굽에서 남은 생을 노예로 살는 것을 마땅하게 생각
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우리 모두가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라고 하였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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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4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
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
에게 가까이 가서 가로되 내 주여 청컨대 종으로 내 주의 귀에 한 말씀을 고하
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옵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비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고하되 우리에게 아비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 노년에 얻은
소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 어미의 끼친 것은 그 뿐이므로 그 아비가 그
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네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나로 그를 목도하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하기를 그 아
이는 아비를 떠너지 못할찌니 떠나면 아비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들에
게 말씀하시되 너희 말째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로 도로 올라
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고하였나이다
요셉은 한번 더 형제들의 마음을 떠 보길 원했다. 저희 모두가 종이 되겠
다는 말에 요셉이 말하기를 ‘잔이 발견된 자만이 종이 될 것이며 나머지는
평안히 아버지께로 돌아가라’고 말하였을 때 저들이 베냐민이 없이 슬퍼하
는 아버지를 볼 생각을 하니 도저히 면목이 없어 돌아갈 생각이 나지 않았
다. 유다가 베냐민에게 총리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간청을 하였다.
유다의 간청을 보면, 옛날에 형제들과 함께 요셉을 미워하였던 일(그러나,
유다는 형제들이 죽이자는 계략을 가질 때 노예로 팔자는 의견을 냄으로써
요셉의 생명을 구함), 그리고 다말과의 육신적인 죄를 지었던 과거를 가진
약한 자였으나, 지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하고도, 동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찬 강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진술되어 있다. 그 집안의
과거사를 말하고, 요셉을 죽은 것으로 말하며, 아버지와 베냐민의 생명의
관계를 강조하고, 베냐민이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죽음에 이를 가
능성이 있음을 비치며, 베냐민의 석방을 간절히 요청하였다.
25-31
그 후에 우리 아비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말째 아우가 우리와 함께 함이 아니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비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
니와 내 아내가 내게 두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간 고로 내가 말하
기를 정녕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도
내게서 취하여 가려한즉 만일 재해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로 슬피 음
부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아비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결탁되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비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하지 아니
하면 아비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와 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
리 아비의 흰 머리로 슬피 음부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유다는 계속해서 아버지와 베냐민과의 깊은 정을 맺고 있음을 말하고, 그
의 아내가 낳은 두 아들 중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첫째 아들은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만 알고 있는 아버지가 평생을 슬픔 가운데서 살고 있는 중
인데 사랑하는 둘째 아들마저 오지 않는다면 자기의 늙은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 백발로 음부에 내려가는 것이 분명한 일이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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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
주의 종이 내 아비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
오지 아니하면 영영히 아버지께 죄를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청컨대 주의 종으
로 아이를 대신하여 있어서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아이는 형제와 함께 도로
올려 보내소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버지에게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드디어, 유다의 간청이 극치를 이룬다. 유다는 자기의 막내 동생인 베냐
민이 결코 그 잔을 훔쳤다고는 생각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사실이 증명되
었으니 여기서 동생의 결백을 변명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동생없이 아버지
의 얼굴을 대할 때 아버지가 분명히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돌아가실 것이
너무 뻔한 일이라, 자신이 동생의 형벌을 대신 받겠다고 간청을 한 것이
다.
유다는 아버지에게 베냐민을 반드시 데리고 오겠다고 약속하였고, 만약
약속을 어기면 영원히 아버지께 죄를 짓는 일이 될 것이라 생각했으며, 그
보다 더 귀한 것은 아버지를 심히 사랑한 것이다. 그의 마지막 진술에서
‘내가 어찌 아이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내 아비에게 올라갈 수 있으리이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비에게 미침을 보리이다’라고 한 것이기 때문이다.
유다가 아버지를 위해서 그의 형제들이 받을 자신이 대신 받겠다고 하는
태도는 그 속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대속의 모습이 있다고 본다. 흔히 성
경 강해자들은 요셉이 은 20량에 팔리우는 장면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해설하는데, 이것보다 유다의 형제를 위해서 대신 형벌받는 모습이 더욱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이라 생각한다. 즉,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치루시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는 것
이다.
요한일서3:3 6 그가 우 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러써 사랑을 알고 우
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유다를 통해서 메시야가 이 세상에 오시게 된다. 유다는 자신이 이 일에
대하여 결백함에도 불구하고 동생과 다른 형제들을 위하여 생명을 희생하
는 태도는, 요셉보다도 더욱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다.

창세기 45 장
형제들이 요셉을 보게 되다
더욱이 유다가 벤야민의 형벌을 대신하여 받겠다는 강한 간청에 요셉은
큰 감동을 받았고, 벤야민을 집으로 돌아가게 한 뒤 형제를 사랑하는 아
름다운 마음에 더 이상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제 할 수 없었다. 형제들
이 벤야민을 미워하기는 켜녕 오히려 그의 고통을 함께 나누겠다는 갸륵
한 마음을 볼 수 있었고, 더구나 유다의 벤야민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겠
다는 각오를 보고 울음을 터트렸다.
즉, 요셉은 자기 형제들이 과연 변화가 되었는지 알고 싶어서 여러 가
지 극한 시험을 해본 결과, 참으로 형제들이 옛날과는 달리 영적으로 성
숙했음을 볼 수 있었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형제간의 우애가 진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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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던 것이다.

저들에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

비하심에 의존하며 자신은 아무 것도 아니라는 겸손의 미덕을 또한 엿볼
수 있었다.

드디어 이 모든 것들이 온 형제를 한 곳으로 모이게 하였고,

이전에 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을 그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서로 형
제간에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만들 수 있었다.

1-3

이 시점에서 요셉은 갑자기 솟아 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를
질러 모든 사환들을 그 방에서 물러 갈 것을 명했다.

다음의 장면은 가족

을 제외한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서는 부적절한 일이기 때문에 종들을 물
러가게 했던 것이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서 온 사람들 만이 방에 있기를
원했다.

종들은 요셉이 왜 그렇게 하는지 영문을 모르고 명령이 급한지라

요셉의 신변에 위험이나 있지 않을까 의심하면서 그 방을 물러났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 만이 방에 남게 되었을 때, 그가 그들의 형제 요셉이
라고 소리를 질렀다. 그들은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요셉이

너무나 크게 방성대곡하면서 울게 될 때, 밖에 나가 있던 종들이 들려 오
는 소리를 듣고 이 소식을 왕궁에까지 전하게 되었다(2, 16).
도 사람이 참회할 때에 무한하신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방성대곡한 것

은 회개한 형제들의 아름다운 마음을 볼 때에 20여 년간 쌓여 있던 슬픔
이 채면을 불문하고 형제들 앞에서 폭발한 것이다.
제들이 다시금 결합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

이 장면은 형제들의 진정한 회개와 요셉의

진정한 용서의 절정이었던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다.

더 이상 통역관을 통해서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내가 요셉이요’라고 그
들의 히브리 말로 선언했던 것이다.

이것은 마치 천둥과 같았다.

이 말

을 들은 형제들은 너무나 놀라서 말문이 막혔다. 뿐만 아니라, 이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을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좋을지 할 말을 잃었다.

아마 이 세

상의 어떤 문학 작품 가운데서도 이보다 더 극적인 상봉이 표현된 것은 없
을 것이다. 이러한 사건이 이스라엘 나라의 설립 이전에 일어난 기적적인
일들이다.

이러한 특유한 사람들이 기초가 되어 저들로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달 되었고, 이 백성을 통해서 장차 구세주가 오시게 된
다.
만일 이러한 일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조만간에 흩어져서 중동
에 있는 여러 민족, 곧 이스마엘 족속, 애돔 족속,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과
혼혈족을 이루어 그 자취를 감추고 말게 되었을 것이다. 이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오래 전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고, 이러한 목적하에서 진행
되어 온 것이다.
에베소서 1: 11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
을 입어 그 안 에서 기 업이 되었 으니

요셉의 이러한 충격적인 선언에 대해서 그의 형제들이 당황하여 마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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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할까 염려하여 즉시로 말문을 돌려 아버지의 안부를 물었다. ‘내 아버지
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이까?’

물론 그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이미 토론한

바 있었지만 지금은 질문이 다르다. 무섭고 퉁명스러운 애굽의 통치자의
심문조의 안부 대신에, 사랑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것이다.
요셉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부친에 대한 사실을 알려고 함이 아니고, 가
족끼리 아버지의 안부를 묻는 사사로운 형제간의 대화인 것이다.

형제들

은 과거에 요셉에게 행한 악한 일에 대한 강한 죄책감을 항상 가지고 있는
중에, 저희들이 두려워하고 있는 애굽의 총독이 갑자기 변신하여 자기들이
학대하고 종으로 팔았던 요셉으로 나타났으니 죄책감과 요셉이 복수나 하
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으로 사로 잡히게 되었다. 요셉은 사무적인 심문의
삼엄한 분위기를 개인적이고 가족적인 분위기로 바꾸려고 애를 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한 형제는 놀람에 사로잡혀 완전히 유구 무언이었
다. 그들은 요셉 앞에서 근심에 가득차 있었다. 히브리 말로 ‘bahal(바할)’
이라 표현했는데, 그것은 ‘놀랐다, 무서워 했다, 또 질급을 했다’ 등의 뜻
이 있다.
이 유사한 사건은, 마지막 때에 극적인 상봉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이스라엘 집의 형제들과 만나는 장
면이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에 그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십
자가에 못박아 죽이기를 요청했다.
스가랴 12: 10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
리니 그들이 그 찌른바 그를 바라보고 그 를 위하여 애통하 기 를 독자를 위하여 애
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와 유사한 사건이 많음으로 요셉을 그리스도의 모형
이라 보는 자들이 많다.

4-8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
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이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오
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찌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
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
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
셨나이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적개심이나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없다는 말로 저들의
마음을 안도시켰다.

형제들을 가까이 오라고 말하고서 그가 애굽으로 팔

린 다음,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 났는지를 말했다.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이 오래 전에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허락된 일이었음
을 말했다. 이 모든 일들이 우연히 된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이 요셉을 큰
흉년이 들기 전에 애굽 땅에 보내어 애굽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
기 가족을 기근이 지나갈 동안 이 땅 위에서 형제들과 그들의 후손의 생명
을 보존토록 주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땅에 2년 흉년이 들
었으나, 아직 오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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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또는 노여워할 필요가 없었다.

저희들은

이제 모두 회개했고, 요셉과 형제들 사이에 쓰디쓴 경험은 모두다 잊어 버
릴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어 이러한 일을 하시지 않았다면 애굽 백성과 요
셉의 가족들은 이 지상에서 모두 멸망했을 것이다.

요셉은 이 모든 일들

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였기 때문에 그는 그의 형제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를 원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자신이 당한 소소한 개인 감정이나 환경의 물질적인
문제에 사로잡혀 머물고 있게 되며, 그 좁은 태두리 안에서 있으며 하나님
의 원대한 계획과 축복을 망각할 때가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

상인 아브라함에게 하신 큰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보잘 것 없는 가나안
땅의 한 가족을 택하여 온 지구상에 하나님의 크신 인류 구원의 대 역사를
이루시고져 하는 일에 저희들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
을 깨닫기를 원했다.

이 계획을 이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바로

의 아비로 삼고, 모든 결정을 하는데 요셉의 충고를 받도록 만들었으며,
자기 왕궁의 주로, 그리고 온 애굽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이다.

요셉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고, 그의 형제들도 같은 일을 하기를 원했다.

9-15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고하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내게로 지체말고 내려오사 아버
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있어서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다섯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
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속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당신들은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바 당신들
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은 이 소식을 속히 아버지께 전하고, 모든 권속들은 애굽으로 이민하
여 살도록 했고, 요셉이 ‘고센’이라는 애굽의 동북 지역에 위치한 기름진
땅을 주어 거기서 그들의 가족과 가축을 모두 이주시켜 초장이 많아 목축
에 이상적인 곳에서 살도록 권고했다. 이 지역은 약 900 평방마일 이나
된다. 그리고 그들이 살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었다.
요셉은 아직도 오년이란 세월의 흉년이 남아 있음으로 온 가족이 속히 자
기에게 가까이 와서 양식을 보급 받지 아니하면 앞으로 닥아올 어두운 흉
년 기간에 그들의 생존에 위협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나님께서 그

의 뜻에 의해서 이러한 적절한 시기에 요셉을 ‘모든 애굽의 주’로 삼으시
고 이스라엘과 그의 아들들이 절망적인 시기에 애굽에서 요셉을 대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다.

요셉은 형제들이 속히 가나안 땅에 가서 아버지와

온 가족을 지체치 말고 모셔 오라는 말을 했고, 흉년은 그들로 하여금 애
굽에 오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며, 되도록 속히 일을 진행하면 할수록 좋
다고 말했다.

요셉은 아버지를 보기 심히 원했다.

형제들은 그의 놀라운 계시와 지시에 어리둥절하며 침묵을 지킬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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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은 요셉에 대한 두려음이 점점 사라진다 할지라도 아직도 그들의 귀
와 눈을 의심할 정도였다.

요셉은 저들이 듣고 보고 하는 것이 사실임을

확인 시키고,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으로 요셉과 형제들 외에는 알아 듣는
자가 없도록 하였다.

특히 베냐민에게는 완전히 놀라운 일이었다. 베냐민

은 애굽 총독의 은잔이 자기 자루에서 나오므로 자기도 알지 못하는 가운
데 죽을 죄를 해당하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제 유다가 이 형벌을 대신
하겠다고 왈가왈부하는 차에, 친형인 요셉에 대해서는 그 당시 아직 어렸
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며, 단지 자기 친형이 요셉인데 불의의
사고로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사실만 아버지께 들고 있었다.

베냐민은

다른 형제들과 달라서 요셉에 대해서 시기한 마음을 가진 일은 없고, 단지
듣기만 하고 영원히 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리운 친형인 요셉이 바로 자
기 눈 앞에서 애굽의 높은 통치자로 군림하여 말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생애에 이와 같은 놀랍고 기쁜일은
없을 것이다.

이 모든 듣고 본 사실을 아버지께 참으로 잘 보고할 것이

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자기가 애굽에서 어떠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아
버지께 속히 알리라고 권함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온 가족을 데리고 이
주하는데 지체하지 않도록 말했다. 이는 온 가족들을 부양할 권세와 능력
이 있음으로 속히 오라는 분부였다.
드디어 형제들이 그가 누구이며, 그의 의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았고,
그에 대한 의심은 모두 사라졌다.

요셉과 베냐민을 서로 껴안고 울었으며,

또 다른 형제들과도 서로 껴안고 입을 맞추며 울었다.

서로가 용서하고

용서받고 하여 모든 두려움과 수치의 담은 무너졌다.
진실로 그 집에 기쁨과 복된 형제간의 사귐과 친교가 하루 종일 계속 되
었을 것이다.

요셉은 애굽에서 일어난 이 모든 신비로운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랍고도 크신 능력에 다시금 감사를 드렸다.

요셉은 두말할 것

없이 자기의 아내와 두 아들들을 형제들에게 소개하고, 자신들의 가족 상
황을 서로 나누면서 22년이란 세월을 회고하는 아름다운 시간을 가졌다.

16-20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리매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바로는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에게 명하기를 너희는 이렇게 하여 너희 양식
을 싣고 가서 가나안 땅에 이르거든 너희 아비와 너희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
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것임이니라 하라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상봉 소식이 바로의 귀에 들리는 시간이 길지 않았
다. 감격적이요, 극적인 상봉의 장면을 멀리서 지켜 보던 요셉의 종들에게
는 큰 기쁨이었다. 요셉은 애굽의 바로 왕을 위시하여 평민에 이르기까지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으며, 애굽 사람들의 마음 속에 요셉은 저들의 구원
자라고 믿고 있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요셉에 대한 존경과 감사하는 마
음을 금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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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과 같은 위대한 사람의 가족이라면 보통 사람들과는 다를 것이라는
생각에서 이소식을 접한 바로 왕은 기쁨으로 요셉의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 하였고, 또한 가장 좋은 땅과 애굽의 영화를 가족들에게 부여할 것을
제시하며, 국가적인 차원에서 나라의 수레를 이용하여 모셔 오라는 왕의
특명을 내렸다.

바로 왕과 모든 백성들은 요셉으로 인하여 극심한 흉년

중에서도 풍년과 같이 나라의 부를 온 백성이 즐기고 있음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그의 가족을 후대하고 싶었을 것이다.

바로 왕은 요셉으로 인하여

국가가 안정적인 부흥을 이루고 있으며, 그의 지혜로운 정치에 백성들의
행복한 생활을 보고 요셉에 대한 깊은 감사와 존경을 가지고 있던 차에,
비록 첫번의 대면은 수감자요, 노예로 알았으나, 실제로 그는 존귀하고 번
영하며 고상한 가나안 지역의 히브리 사람으로써 참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
으로 알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말이라면 절대적으로 믿는 위치에

요셉을 올려 놓았다.
바로 왕이 직접 요셉에게 그의 형제들을 속히 집으로 보내어 그의 부친과
온 권속들을 애굽으로 모셔 오도록 훈령을 내렸고, 애굽의 아름다운 것과
이 땅의 가장 좋은 기름진 것을 먹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초청의 말
이 아니라 명령이였고, 또한 그의 부친과 온 가족을 위해서 나라의 수레를
제공하라는 분부까지 내렸다.

요셉의 가족이 편하게 여행하도록 국빈으로

대접으로 그 가족들의 이민을 위하여 나라에서 붉은 양탄자를 깔아 놓은
셈인 것이다.

그 때 당시의 특수한 애굽의 수레는 나무로 만든 두 바퀴가

달린 소나 말이 끄는 마차이다.

성경에서 ‘수레’란 말이 여기서 처음으로

로 나왔다.
바로 왕은 자상하게도 이사하는 일까지 간섭하여 자질구레한 물건들은 아
예 가지고 오지 말라 하였고, 몸들만 오면 모든 식기와 생활 용품은 애굽
의 최상품으로 공급할 것이라는 것을 첨부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어디를 가나 이와 같이 지각에 넘치는 축복을 하신다.

21-24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새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
고 길 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
과 옷 다섯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수나귀 열 필에 애
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열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궤할 곡식
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
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였더라
요셉은 왕의 명령대로 형제들에게 여행을 위해서 수레를 제공하고, 형제
들에게는 옷 한 벌씩, 그리고 베냐민에게는 옷 다섯 벌과 은 삼백을 더해
주고 아버지를 위해서는 가나안 땅에서 가장 좋은 과일을 보낸 보답으로,
애굽의 좋은 물건들을 숫 노새에 실리고, 암 노새에다 애굽으로 돌아올 때
필요한 양식을 가득히 실어서 보내었다.
요셉이 형제를 돌려 보내면서,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히브리 라가즈,
ragaz)라는 말을 썼는데, 이는 가는 도중에 두려움이나 의심이 일어나서
염려하는 일에 빠지지 말라는 당부였다. 서로가 한 약속은 모두 진실이었
으며 지체치 말고 애굽에 속히 온 가족이 야곱과 함께 돌아 오기를 요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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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절히 원했다.

25-28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비 야곱에게 이르러 고하
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
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
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스라엘이 가로되 족하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
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형제들이 야곱에게 와서 요셉이 아직 살아 있고,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바로 왕 다음의 자리에 있다고 할 때에, 야곱은 이 말을 믿지 않았다. 성
경의 표현을 보면, 그의 심장이 거의 멎을 뻔 하였다는 말을 사용하였다.
야곱이 자식들의 말을 듣고 믿을 수는 없었으나, 밖에 있는 짐을 가득히
실은 노새들을 보고서 비로소 믿었다. 베냐민도 돌아와서 보고를 자세히
했을 것이다. 그의 아들들이 요셉에 관한 말과 애굽으로 이사를 오라는 바
로왕의 분부를 듣고, 야곱은 점차로 요셉이 살아 있는 것이 사실임을 믿었
다. 야곱은 다시금 그의 믿음과 영적인 힘이 소생하기 시작했다.

그 동안

베냐민을 보지 못해서 심한 근심 중에 있었는데, 베냐민이 돌아왔을 뿐 아
니라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도 살아 있다는 사실과, 살아 있는 정도가 아
니라 애굽에서 바로 왕 다음으로 가는 권세를 가진 위치에 있다는 말을 듣
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노구를 일으켜 애굽에 있는 요셉을 보기 위한
차비를 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그의 옛 이름인 야곱(25, 26, 27절)을 사용해 오다
가 갑자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불렀다(28절). 야곱은 그 뜻이 ‘발 뒤꿈
치를 잡는 자’라는 사기성이 농후한 인간적인 뜻이 내포되어 있으나, 이스
라엘이란 이름은 그 뜻이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자’라는 뜻이다. 육신적
으로 생각할 때, 요셉을 잃었고, 베냐민도 돌아오지 않으며, 자식들이 애굽
에 돌아올 때마다 지금까지 흉한 소식만 가져오니 야곱은 생각하기를 자기
평생이 기구하다고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가 합력하여 선

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더욱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일인 것을
생각할 때에 믿음이 다시 되살아나서 하나님을 괴로우나 즐거우나 의지하
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의 사람인 된 뜻으로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여기서 요셉과 형제들과의 상봉의 내용이나 요셉의 부귀 영화나 지위나 이
러한 대화가 있었을 줄 믿으나 성경은 명시치 않고, 다만 ‘요셉이 살아있
다고 하니 족하도다 죽기전에 요셉을 보기를 원하는’ 소원임을 말하였을
뿐이었다.
많은 위대한 작가들이나 문헌의 비평가들은 전무 후무한 이 아름다운 수
천년 전의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이 세상에
서 이러한 극적인 이야기는 찾아 보기 힘들다. 이것은 상상하여 쓴 글이
아니고, 눈으로 본 증인이 실제로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이다. 적어도 그
때 당시에 살았던 사람이 그 사실을 입술로 전달한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이렇게 돌보시고 은혜로써 지켜 주신 일
이 성경에서 이보다 더 큰 예가 없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연히 된 것 같

- 212 -

창세기43장
고, 사건마다 서로 관계가 없는 듯이 보이며, 너무나도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당하는 요셉의 생애는 마치 저주를 받은 사람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건 사건마다 우연히 된 것이 하나도 없고,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최후의 결과를 볼 때 분명히 알게 된다.
오늘날도 변치 않는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비록 현재 우리의 생활을 볼 때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
이 있고,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나 누명을 입을 때에 언제나 그 배후에 하
나님이 계심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

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로마서 8:2 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 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히브리서 1 1:6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 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
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라

창세기 46 장
이스라엘의 자손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무렵에 그는 큰 곤경에 빠져 있었다. 그는 요
셉을 보기를 심히 원했고, 그 가나안 땅에 기근이 극심했기 때문에 야곱
이 어떠한 대담한 대책을 간구하지 않는다면, 온 가족이 가난에서 벗어나
지 못하고 굶어 죽게될 형편이었다.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섭리
와 애굽에서 요셉을 높은 지위에 세우신 모든 환경의 형편을 미루어 보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뜻임이 분명했다.
동시에, 야곱은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인 아브라함과 야곱
에게 주시마고 약속하신 땅으로 분명히 믿었고, 그 땅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 왔는데 지금 애굽으로 이민간다는 생각을 할 때 마음이 편치 못했다.
지금까지 그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마다 하나님게서 그에게 직접 말씀하
셨다. 그가 그의 부모를 떠나 하란을 향해 갈 때도 하나님께서 벧엘에서
그에게 나타나셨고(창28:13-15), 그가 라반 집에서 오래 있을 때에 하나
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지시하셨고(창31:3), 그가
세겜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창31:1, 9-12). 그러
므로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지시가
없이 온 가족이 움직인다는 것을 주저했던 것은 당연할 것이다. 이러한
극심한 기근 중에서라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한다면, 하나님께
서 전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항상 공급해 주셨던 것과 같이 기적을 일
으켜서라도 체워 주실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야곱과 온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다.

1-4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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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
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
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
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
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모든 소유와 짐승들과 가족들과 종들을 데리고 여행에 나섰다. 모
든 환경이 그가 그곳을 떠나라는 것이 분명함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 없었
다. 그는 만일 움직이는 일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그 길
을 막으시리라고 생각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길을 떠났다. 여기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지만 환경이 그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갔
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때에 환경을 통해서 그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증거하도록 그 길을 인도하신다. 이러할 때에 우리
는 그 길을 조심히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것이다.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일이 아닌 경우에는
환경에 따라 상식적으로 가장 적절한 결정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인도
하심을 계속 기도해야 한다. 이런 경우에 하나님께서 그 결정에 축복하시
든지, 아니면 그 결정을 번복하여 다른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향하여 가는 길에 그가 과거에 부친 이삭(창
28:10)과 살며 제사를 드렸던 곳- ‘브엘세바’에 잠간 머물기를 원했다.
브엘세바는 그 지역의 가장 남쪽 경계에 위치한 마을로써 그 땅을 떠나는
마지막 지점이었다. 그기서 야곱은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특별히
그의 아버지 이삭과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께 하신 약속을 생각하고 있었
다.
그 날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여덟 번째 그리고,
성경에 기록한 것에 의하면 마지막으로 그에게 나타나셨다(창28:13; 31:3,
11; 32:1, 30; 35:1, 9; 46:2).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흥미
있는 사실을 볼 수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라고 부르셨다. 창세기의 남은 부분에서 이 두 이름이 무차별하게 서로 바
꾸어 가며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창46:8, 27; 47:27-28; 49:1-2,
28, 33).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에 음성으로 확신
을 주시고,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일에 마음의 화평을 얻게되고, 하나님께
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고,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할 때에 어떠한 역경에서
라도 마음에 기쁨과 화평을 가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으로, 또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셨
다. 그리고 ‘엘(El)’은 ‘하나님’이라는 뜻인데, ‘창조주시요, 모든 사람의 생
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뜻이다. 이러한 하나님이 가나
안 땅에서와 같이 애굽에서도 야곱과 함께 하시고 그를 보호 하시고 그를
인도 하시고 창대케 하시며 축복하실 것을 약속하셨다.
더욱이 때가 이르매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애굽에서 다시 나올 것을 말씀
하셨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하신것이요, 야곱이 죽
은 후에 이루어졌다(창49:29; 50:4-8). 그러나, 모세와 여호수아 때에 가
서야

완전히 성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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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야곱을 애굽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그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했기 때문이었다.

그 나라가 이스라엘의 열두 아들들을 기

초로 세워졌으나, 비로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제야 하나로 연합하게 되
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시기 전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 받
도록 그의 후손들이 애굽의 생활에서 한 동안 훈련 받는 것이 필요했다.
애굽은 가나안 땅보다 보다 더욱 다신교를 섬겼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땅에 사는 사람들과 삶에 있어 동화될 위험성은 거의 없었다. 왜냐하
면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이 민족적으로 우월하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
기 떼문에 외국 사람들과 혼혈을 하지 않으며, 더욱이 저희들이 가증히 여
기는 목축업을 주로 하는 이스라엘인 목자(창43:32; 46:34)들과 혼인하는
일은 당시에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이 증명되었다.

애굽의 고고학 연구에서 이 사실

또한 그 시대에 애굽 사람들의 문화나 지식적인 면에 있

어서 세계에서 상당히 진보된 나라였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이스라엘 후
손들이 오히려 애굽에서 배울 점이 많았다는 것도 한 이유가 되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쪽에서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과
함께 일하므로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유익되는 점이 조금 있다 할찌라
도 그들은 자기들의 특유한 생활 방식, 특히 이 나라의 우상 신들보다 천
지의 주재이신 하나님을 자기 생활에서 섬기며, 하나님에 관한 것을 자녀
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과 격리된 생활을 자연적으
로 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모든 생활을 영위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되고, 고유한 민족으로 형성되어 하나님의 법과 위대하신 계
획을 받고 세상에 공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시킨 것이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셉을 다시 볼 수 있다는 확신을 주시고,
그가 애굽에서 죽을 때에 요셉이 그의 죽은 장례에서 그의 눈을 감기리라
는 것을 예언 하셨다.

5-7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의 태우려고 보낸 수
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
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야곱은 지체치 아니하고 즉시로 애굽을 향하여 떠났다.

그들의 모든 생

축과 그의 모든 소유물과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다.

야곱의 외동딸 디나의 이름과 출생에

관한 것이 특히 기록되어 있고(창30:21), 에셀의 딸 세라는 유일한 손녀로
(17절) 명시되어 있다.
여자들과 아이들은 마차에 태우고, 야곱과 젊은 남자 아이들은 나귀를 타
고 떠났다.
7절에서 ‘딸들과’라는 말은 ‘며느리’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가 계수를 할 때에 그의 ‘씨(자손)’라고 말한 것을 보면, 여기서 자손을
계수한 것이 며느리나 또한 종들을 포함하여 계수한 것이 아니고, 순전히
자기의 몸에서 난 자손들을 계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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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
의 맏아들 르우벤과 르우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요 시므온의
아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레위의 아들 곧 게르손과 그핫과 므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의 아들 곧 헤스
론과 하물이요 잇사갈의 아들 곧 돌라와 부와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
들 곧 세렛과 엘론과 얄르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삼십삼명이며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과 손자들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다.

먼저, 레아

에게서 난 아들들의 이름과 그 자손들은,
르우벤 - 하녹, 발루, 헤스론, 갈미
시므온 - 여무엘, 야민, 오핫, 야긴, 스할, 가나안 여인의 소생 인 사울
레위 - 게르손, 고핫, 므라리
유다 - 엘, 오난, 셀라, 베레스, 세라.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는 아들, 헤스론과 하몰을 낳았다.
잇사갈 - 돌라, 부아, 욥, 시므론
스불론 - 세렛, 엘론, 얄르엘 등이다.
이사람들은 모두 레아에서 난 자들이며, 모두 31명이다. 엘과 오난이 가
나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29명만 남는다. 그러나 레아가 네 딸 혹은 손녀가
있어 모두 33인이 된다(15절).

이 딸들 중에 하나가 디나이다. 그의 고유

한 사건의 기록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한 페이지를 남긴다.

베레스는 유다

와 그의 며누리인 다말 사이에서 낳고, 쌍둥이로써 다른 아이의 이름은 세
라이다(창38:6-30).
베레스의 두 아들, 헤스론과 하몰의 이름이 가나안 땅에서 아직 태어나지
않았어도 여기에 명시되어 있다(12절). 베레스는 그의 형인 세라가 이미
장성했을 때에 태어났으므로(창38:14, 29), 유다의 나이가 47세를 넘지 못
했을 것이다. 베레스는 그 때에 아직 소년이었을 것이다. 그들의 이름들이
모두 나열된 이유는 유다의 모든 자손들의 이름을 기록하기 위함이었다.
그들의 이름이 가나안 땅에서 죽은 엘과 오난을 대신하여 첨가되었다.
또 시므온의 아들 사울을 가나안 여인의 소생이라고 했는데(10절), 이 구
절을 미루어 보아 다말을 제외하고 야곱의 아들들의 아내들이 가나안 여인
들이 아니였음을 엿볼 수 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아마 이스마엘 혹은
에서, 아니면 아브라함의 둘째 아내 그두라의 딸들과 결혼 했는지도 모른
다.
또 주의할 만한 사실은 레위의 아들 가운데 고핫은 모세의 조상이다.

그

리고, 유다의 손자 헤스론이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게 된다.

16-18
갓의 아들 곧 시뵨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요 아셀
의 아들 곧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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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아들 곧 헤벧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
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합 십륙 명이요
레아의 여종 실바 에게서 난 손자들의 이름은,
갓 - 시본, 학기, 주니, 에스본, 에리, 아로디, 아렐리
아셀 - 임나, 이스와, 이스위, 브리아
그 외에 아셀의 딸, 세라 그리고, 브리아의 두 아들, 곧 야곱의 고손자들,
헤벨과 말기엘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다.
애굽으로 이사가기 전에

이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아마

실바에게서 태어난 고손자들이었기 때문일 것이

다. 그래서, 모든 이름의 합계가 16명인 것이다(18절).

19-22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
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
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아만과 에히와 로스와 뭅빔과 훗빔과 아릇이
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라 합 십사 명이요
라헬의 후손들은 14명이다.
요셉 -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 벨라, 베겔, 아스벨, 게라, 나아만, 에히, 로스, 뭅빔, 흡빔, 아릇
등이다.

23-25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
은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합이 칠명이라
라헬의 몸종인 빌하에게서 태어나 아들들과 손자들의 이름은,
단 - 후심
납달리 - 야스엘, 구니, 예셀, 실렘 등이다.

26-27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육십육 명이니 이는 다 야곱
의 몸에서 나온 자며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두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
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칠십명이었더라
야곱의 가족들 이름이 모두 나열 되었고, 그 이름이 모두 70인이었다. 이
숫자는 야곱의 아들들 뿐이고, 아내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또 딸의
남편이나 손녀들의 남편들도 포함되지 않고 있다). 다만, 야곱의 친 아들과
손자들만 계수한 것이다.

물론 66인이 야곱과 함께 왔지만 애굽에 이미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었기 때문에 도합 70인이 되는 것이다.
70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는데 창시자들이 된 것이다.
신명기 3 2:8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의 기 업을 주실 때 인 종을 분정하실 때에 이스
라엘 자손의 수효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으로 세우신 다른 70개의 나라들
도 이 숫자와 연결을 지을 수 있다(창세기 10장에 나열된 나라들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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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인의 장로들이 있고(민11:16), 포로 생활이 70년이며(대하36:21), 이스
라엘 백성을 위하여 ‘칠십 이레’를 정하셨다(단 9:24).
다니엘 9:2 4 네 백성 과 네 거룩한 성을 위 하여 칠십 이레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
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 나 며 이상과 예언이 응
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 름부음을 받으리라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에도 70인이 모여 번역한 것을 ‘세투어젼
트’(70인역)라 하고, 산헤드린 법정의 수가 70인이며, 예수님이 70인의 증
인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셨다(눅 10:1).
벤야민의 10아들들, 곧 야곱의 손자들이 실제로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나라의 창시자들의 명단에 올리기 위해서 야곱의 자손
들로 나열하여 완전한 수를 이루었다.

베냐민들의 손자들은 가나안에서

태어나서 가나안에 가지는 않았으나, 베냐민의 옆구리에서 함께 애굽으로
내려 갔으므로 애굽에 내려간 것으로 간주된다.

실제로 베냐민이 가나안

에 있을 때에 야곱의 손자들이 모두 태어났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다.

베

냐민이 이 때에 25세 이상을 넘지 못한 것같으나, 베냐민이 20세가 되기
전에 장가를 가서 아내가 쌍둥이도 낳고 하여 짧은 기간 동안에 10명의
아들을 낳았는지도 모른다.
야곱을 포함하여

70명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12명의 아들들과 51명의

손자들, 그리고 2명의 고손자, 그리고 딸 하나(디나), 하나의 손녀(세라),
이름을 밝히지 않은 레아의 딸, 레아의 손녀(7절에서 야곱은 딸과 손녀가
각각 한 사람 이상은 되었다)등이다.

여기서 아들의 수가 대다수를 차지

한 것이 과연 아들만 이렇게 많이 태어났고, 딸의 수가 적으므로 외부의
여자들과 결혼을 했는지, 혹은 다른 딸들도 존재하여 서로 결혼을 하였는
지 해석하기가 어렵다. 또한 딸들은 다른 날 사람들과 결혼을 할 수도 있
었다. 그리고 15절, 18절, 22절, 25절에 명시한 숫자를 합해 보면, 야곱
자신을 계수하지 아니하고 아들과 딸들만 나열했다. 아마 레아의 무명의
손녀 하나가 혹시 이민 후에 사망하여 원래 33인이라고 했으나, 애굽에서
이스라엘 나라의 창설자에서 이름을 빼었는지도 모른다.
이 숫자에 대한 다른 문제는,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 14절에서 야곱과
함께 애굽에 간 자들의 수가 75인이라고 말했다. 스데반은 70인역을 인용
한 것 같다. 창세기 46장에서 말한 70인 이외에 5명이 더 첨가 되어져 있
다. 창세기 46장 27절에 야곱의 씨는 70인이나 그 외 야곱의 씨가 아니지
만 그의 친척으로 5명이 더 첨가된 것인지도 모른다.

28-30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아비 이스라엘을 맞으
며 그에게 보이고 그 목을 어긋맞겨 안고 얼마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 있고 내가 네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가하도
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애굽으로 접근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고센 땅에 정착
할 것을 요셉의 지시로 이미 알았다(창45:10). 그러나, 요셉의 본부는 더
내려가서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야곱이 유다를 미리 보내어 요셉에게
고센에서 만나자는 말을 전했다(야곱의 아들들 중에 유다가 지도권을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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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아버지가 온다는 말을 들은 요셉은 즉시 마차를
타고 아버지를 만나려고 고센으로 내려 갔다.

드디어 부자가 22년만에 처

음으로 만났을 때 그 기쁨을 가누지 못했다.

아무 말도 전혀 할 수가 없

었다.

요셉은 그의 팔을 아버지의 목에 감고 한동안 울고만 있었다.

드디어 요셉이 말을 할 수 있었을 때는 이스라엘은 그져 흐느끼기만 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살아 있는 너의 얼굴을 보았으니 이제는 죽
어도 한이 없겠다’라고 했다.

31-34
요셉이 그 형들과 아비의 권속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고하여 이
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비의 권속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으므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
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고하기
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
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땅에 거하게 되리이다
부자지간의 감격적인 재회의 기쁨을 한동안 나눈 다음, 앞으로 이스라엘
족속들이 거할 장소와 집을 결정하는 실무에 들어가는 것이 필요했다.

요

셉은 고센 땅을 이스라엘에게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여 주었다. 이 땅은
기름지고, 애굽인들이 많이 살지도 않고 초원이 많아 목축을 하기에도 좋
고, 또 가나안 땅에 근접하여 있었다.

바로 왕은 그들이 오고 있는 것은

알았으나(창45:17-20), 정식으로 그들이 살아야할 장소를 아직 정하지 못
하고 있었음이 분명하다.
애굽인들은 성경에서나 혹은 세상의 고고학적 문헌에서 목축업을 하는 목
자들을 천히 여겼다.

바로 왕은 이스라엘 족속들이 목축을 하기 위하여

짐승과 가축을 거느리고 온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때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이 애굽인들로부터 다소 격리 되어 있는 것이 좋
다고 생각하였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이 바로에게 말을 할 때에 그들의 활동에 있어서 목축
업을 강조할 것을 지시했다. 요셉 자신도 그렇게 말하겠다고 다짐했던 것
이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들의 거주지를 고센 땅으로 결정할 것을 주지
시켰던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면 바로 왕이 사람들이 많음으로 애

굽 사람들과 혼합하여 살다가 혼혈의 결혼도하고 종국적으로는 애굽 민족
에게 동화되기를 원했을 것이다.

애굽 에서의 번영
사학가들은 암시하기를, 요셉 당시의 바로 왕은 힉소스의 왕조로 목
축의 왕이 였다고 보고 있다. 왕 자신이 애굽의 어떤 사람보다도 요셉의
가족에 대해서 호의를 자신이 스스로 배풀었다고 말한다. 아직도 애굽
왕조의 연대에 대한 구구한 설이 많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아니다. 요즈
음 사학가들은 힉소스의 왕조가 요셉 때보다 훨씬 후에 나타난 자로 보는
학설이 유력해지고 있다. 다른 학자들은 힉소스가 목자였는지 아닌지 아
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다. 현재 이 상반되는 의견이 아직도 맞서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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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을 보지 못하고 있다.

창세기 47 장
1-6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고하여 가로되 나의 아비와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
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형들 중 오인을 택하
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
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
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고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떼를 칠 곳
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일러 가로되 네 아비와 형들이 네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네 아비와 형들로 거하게 하되 고센 땅에 그들
로 거하게 하고 그들 중에 능한 자가 있는 줄 알거든 그들로 나의 짐승을 주관
하게 하라
요셉이 애굽에서 비록 둘째의 권좌에 있다고 하나, 바로의 허락없이 외
국인들을 기름진 땅에 거주하게 할 수는 없었다. 고센 땅에 그들을 우선
머물게 하고 형제 중에 다섯을 택하여 바로의 궁전에 왕을 배알하기 위하
여 갔다. 요셉이 왕에게 보고하기를 왕의 분부대로 그의 가족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가 애굽 땅에 왔다고 보고했다.

그리

고, 지금 고센 땅에 와서 왕의 분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바로 왕에게 소개할 때에 바로가 그들의 직업이 무
었인지 알기를 원할 것이며, 또 그들이 애굽의 경제 사회에서 어떻게 적응
할 것인지를 왕이 관심을 가지고 당연히 질문 할 것을 예상했던 것이다.
요셉이 미리 일러준대로 형제들은 바로의 질문에 담대하게, 또 겸손하게
경의를 표하면서 그들의 조상 때부터 목축업을 해왔다는 말을 했다. 또 가
나안 땅에 기근으로 인한 잠시의 피신임을 암시하였다. 그들은 애굽에서
영구적으로 거할 의향이 없음을 밝혔다고 보는 것이다. 고센 땅이 초원지
로 목축 하기에 적합했기 때문에 그 땅에 거주하기를 요청했던 것이다.
요셉이 예상한대로 이것이 바로의 견지에서 볼 때 가장 좋은 결정이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자기 명했던대로 온 가족이 무사히 애굽에 오게된 것
을 환영하였고, 애굽의 어떤 곳이라도 요셉이 원하는 곳을 택하라는 관대
한 처분을 내렸을 뿐만 아니라, 특히 그들이 요구하는 고센 땅을 쾌히 승
낙했던 것이다.
목자가 애굽인들에게는 가증한 기업, 곧 천한 직업이라 할지라도 바로 왕
자신은 많은 소떼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짐승을 잘
다루는 자를 자기 사유의 소떼들을 관리하도록 요청까지 하였다.

7-10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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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연세가 얼마뇨 야곱이 바로에게 고하되 내 나그
네 길의 세월이 일백 삼십년이니이다 나의 연세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
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
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이 모든 것을 결정한 후에 가족들은 고센 땅에서 자리를 잡고 안착을 하
게 되었고, 요셉은 기회를 보아 야곱을 바로 왕에게 소개했다. 이 두 사람
의 맞남은 역사적인 것이었다. 지상에서 가장 위대한 왕과 그 시대에 하나
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택하신 지도자 두 사람의 극적인 상봉이었
다. 바로가 비록 왕의 위치에 있고 부하고 능력이 많다 할지라도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던 것이다.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창14:9)을 축복했다. 그리하
여 그가 아브라함보다 더 높음을 보여 주었다.
히브리서 7:7 폐일언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 빎을 받 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로가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느꼈
음을 암시하고 있다. 바로는 자기와 대화하고 있는 이 사람이 그의 말과
태도에서 영적인 깊이와 영적인 인지가 있음을 무의식적으로 깨닫고 있음
을 엿볼 수 있다. 진실로 야곱은 수년 동안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온 사람이었다.
성경은 야곱과 바로 왕의 대화를 아마 일부분만 기록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영감이 있는 대화의 내용은 야곱의 나이였다.

야곱은 바로의 나이

에 대한 질문에 ‘내 나이 130세 일찌라도 그의 조상의 나이에 비하면 년
소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고, 이삭은 180세까
지 살았다(창25:7; 35:28). 비록 그가 17년(창47:28)을 더 살았다 할찌라
도 그의 조상의 나이에는 미치지 못했다. 사람의 수명이 노아 홍수 이후부
터 점차로 짧아진 것이다. 야곱의 생애에서 많은 고통과 슬픔이 그의 건강
을 해친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야곱은 바로에게 나의 나그네 길이 얼마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
었다고 말했다. 야곱은 하나님께 불평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
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그와 그의 조상
들은 이 세상에서 나그네임을 말했다. 비록 가나안 땅에 안착을 하여 그곳
의 조그마한 땅을 구입했다 할찌라도 그들은 반 방랑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영구한 집을 지니지 살지 못했던 것이다. 그의 고백은,
히브리서 11: 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 라 죽었 으며 약속 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
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그들 사이에 대화가 끝나기 전에 야곱은 다가가 바로를 축복했다. 아마
그와 그의 가족을 위해서 축복하였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야곱
은 축복하고 바로 앞에서 나왔다. 그 후 야곱은 바로를 또다시 보지 않았
는지도 모른다.

바로 왕은 요셉의 계속적인 하나님께 대한 증거를 받아들

이고, 그 세대의 가장 위대한 사람인 야곱의 기도가 되어 그가 참 하나님
을 의지하여 중생하였는지는 미지수이다.

11-12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 아비와 형들에게 거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
암세스를 그들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고 또 그 아비와 형들과 아비의 온 집
에 그 식구를 따라 식물을 주어 공궤하였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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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왕의 특명에 따라 요셉은 고센 땅을 그의 아버지와 가족들에게 공식
적으로 양도하는 일을 완성했다. 요셉은 가장 좋은 땅을 바로의 허가 아래
‘라암세스’(출 1:11)로 알려진 땅을 선택한 것이다.

나중에 그곳에 국고성

을 건축케 한다.
출애굽기 1:1 1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 우고 그들 에게 무 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 라

이 지역은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에서 생선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었다고
한 것을 보아서 나일강의 서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민수기 1 1:5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 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시편 78: 12 옛적에 하나 님이 애 굽 땅 소안 들에서 기이한 일을 저희 열조의 목전에
서 행하셨으되

위의 말씀에서 그들의 거처하는 곳이 나일강의 한 지류로써 바다에 아주
가까이 있는 강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애굽의 동북 구석의 비옥한 땅으
로 다소 애굽의 밀집한 인구가 거하는 지역에서 격리되어 있었다. 애굽 사
람들은 주로 남서쪽에 몰려 살고 있었다.
요셉은 아직도 여러 해 동안 기근이 계속될 것이므로 미리 준비한 양식을
가족들에게 분배하므로 온 가족들이 기근의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게
하였다. 가족의 대부분이 어린 아이들이므로 각 가족의 아이들 숫자대로
양식을 분배하였을 것이다.

13-21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식물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쇠약
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몰수히 거두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오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진한지라 애굽 백성
이 다 요셉에게 와서 가로되 돈이 진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식물을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가로되 너희의 짐승을 내라 돈이 진하였은즉 내
가 너희의 짐승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 짐승을 요셉에게 끌어 오는지라 요
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식물을 주되 곧 그 모든 짐
승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에 식물로 그들을 기르니라 그 해가 다하고 새 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고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짐승떼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
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전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전지와 함
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식물로 사소서 우리가 토지
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
고 전지도 황폐치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 전지를 다 사서 바로에
게 드리니 애굽 사람이 기근에 몰려서 각기 전지를 팖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날이 갈수록 기근이 더욱 심하여 졌다. 결과로 온 지역이 심한 곤경에 이
르렀다. 사람들은 양식을 사러 요셉의 곡식창에 모여 들기 시작했다. 요셉
이 아주 싼 값에 판매를 했다 할찌라도 백상들은 조만간에 양식이 진하여
다시금 구입하러 오게 되었다. 양식을 무료로 분배한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기 때문에 물물교환으로 양식을 분배했다. 그들의 소나 양이나 짐승을
받고 양식을 주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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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일년을 지나게 하였으나, 드디어 백성들의 짐승들도 다 교환하
여 없어지고 백성들의 돈과 짐승이 모두 바로 왕의 소유가 되고 말았다.
다시 말해서 정부의 소유가 된 것이다. 이러한 정책은 백성이나 짐승들 모
두에게 유익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신들의 짐승을 기근 동안에
먹여 살릴 능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백성들이 회의를 통해서 대표를 차출하여
제출하기를 저들에게 있는 것은 땅과 노동력 뿐이므로 땅과 노동을 양식과
바꾸워 달라고 요청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요셉이 백성들을 노예로 만드는 계획이라고 말하나
이것은 요셉에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왕에게 돌아가는 것이었다. 혹
이러한 악조건에서 백성들이 발란을 일으켜 무정부 상태에 이르게 하고,
곡창을 파괴하며 양식을 도둑질해 가는 일도 있을 수는 있다. 그리하여 계
속하는 흉년에 모든 백성들이 기아 상태에서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것이
다.
그러나, 백성들은 요셉을 신용했던 것이다. 요셉이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
로 판매했음을 알고, 비록 저희들의 소유를 모두 다 바쳤다 할지라도 자신
들이 자숙하며 요셉을 존경하고 그의 기근 양식 정책에 순종했던 것이다.
요셉은 저희들이 요청하는 사항을 받아드렸고, 그 결과로 백성들의 모든
재산이 바로의 소유로 돌아오게 되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구입한 노동력을
곡식과 씨를 신속히 분배하는데 사용했다. 요셉은 백성들을 도시 근처, 곧
곡창이 있는 곳으로 옮겼다.

이러한 제도는 아직도 사람의 자유를 허용하

는 제도 하에서 실시되었고, 모든 부를 국가의 소유로 돌릴 때에 많은 사
람들이 기아 상태에서 떼죽음을 당하며 무정부 상태에서 반란과 폭동으로
국가와 왕이 망할 수도 있다.

마치 프랑스의 혁명과 같이, 프랑스의 굶주

린 서민들이 대폭동을 일으켜 왕족들이 서민에 의해서 심판되고, 교수형에
모두 사형된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백성의 모든 부를
소유한 국가가 지혜롭게 이기심을 버리고 요셉과 같이 선한 정치 행정을
배푼다면 모든 민족이 평안히 살수 있는 것이다.

22-26
제사장의 전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
의 주는 녹을 먹으므로 그 전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전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오분 일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사분은 너희가 취
하여 전지의 종자도 삼고 너희의 양식도 삼고 너희 집 사람과 어린아이의 양식
도 삼으라 그들이 가로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
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오분 일이 바로에
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
라
여기서 한가지 예외의 일을 볼 수 있는데, 애굽의 제사장들은 바로의 녹
을 먹음으로 자기들의 땅을 곡식과 교환할 필요가 없었다.

이 종교 제도

는 바로 왕에 의하여 유지되고 보호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요셉의 주장
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반대로 말미암아 애굽 종교 제사장들의 예외가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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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적어도 나머지 백성들에 관해서는 요셉은 자기의 계약한 부분들을 모두
이행했고, 백성들에게 농사할 씨를 공급하여 농사를 짓게 하였으며, 모든
국가의 토지가 바로에게 속하므로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하고, 그
소출의 80%는 백성들이 가지고, 20%는 나라에 세금으로 바치게 하였다.
실제로 전 수입의 20%를 세금으로 바치게 하였다. 오늘날의 세금과 비교
해보면 훨씬 적은 세금이다. 농부들이 땅의 세금도 농지의 비료나 각종의
비용을 내지 않고, 수확의 20%만 내는 세금은 민중들에게 큰 안정감을 주
었고, 농업이 아닌 목축업을 하는 자기 친족들에게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
했다고 가상된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 볼만한 사실은 이러한 행정에 대해서 불평이 거의 없
었다는 사실이다. 반대로 백성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자기들을 관대하고 공
평하게 대우하여 준 사실과 이러한 형편에서 다른 어떤 방책이 없음을 인
정하면서 그들의 생명을 구해준 요셉에게 오히려 감사를 했던 것이다.
그들은 단지 요셉의 은총을 바라는 마음 뿐이였고, 그리하여 이 방법이 잘
진행되어 기근을 지날 동안 무사하기만 바랐던 것이다.
실제로 요셉의 방법이 너무나 잘 진행되어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 이
말은 모세 시대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27-31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하며 거기서 산업을 얻고 생육하며 번성하
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십칠 년을 거하였으니 그의 수가 일백사십 칠세라 이
스라엘의 죽을 기한이 가까우매 그가 그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환도뼈 아래 넣어서 나를 인
애와 성심으로 대접하여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하고 내가 조상들과 함
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선영에 장사하라 요셉이 가로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가로되 내게 맹세하라 맹세하니 이
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니라
드디어 기근은 점점 사라지고 강들은 다시 그 수위가 오르게 되며 흙들은
다시금 비옥하게 되고 애굽의 땅이 다시금 번영하기 시작했다.
요셉의 가족들이 흉년이 든 지 약 2년 남짓할 무렵에 애굽 땅에 왔다(창
45:11). 그 후 그들이 거기서 5년간 흉년을 지났다. 흉년 동안 그들은 오
히려 더욱 번영하였다. 그들은 주업이 목축이었는데 나일강 유역의 기름진
초원에 그의 가축들과 짐승들이 흉년 동안 오히려 더욱 육성하고 번성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저들의 가족수도 급속히 늘어났다. 처음은 다섯 식구(야곱과
그의 네 아내)였는데, 현재는 이미 대가족을 이루었다. 애굽에 내려올 때에
100명(창46:27에서 70인을 말했고, 또 아들들의 아내들, 그리고 손자 손
녀들을 모두 합한수)으로 계산된다. 이 정도의 가족수가 증가하는데 약 50
년이 걸렸다. 매년에 6%의 인구 증가율인 셈이다. 애굽을 들어갈 때는
100명의 수가 애굽을 나올 때는 약 200만명의 대민족을 이루었다(민
1:45-46, 인구 조사에 의하면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603,550명이었다).
이러한 인구의 성장은 계속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매년 5%의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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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한다면 215년만에 인구가 200만명이 될 수있다.
그러한 좋은 조건 아래에서 인구가 증가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는 일
이다. 17년간 5%의 인구가 증가했다고 가상해 볼 때 100명에서 220명으
로 배가 넘는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애굽에 들어갈 때에 손자들의 수가
51명이 였는데, 그들이 결혼하여 가족마다 2명의 자녀들을 두었다고 가정
한다면 위에 명시한 숫자를 이루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정확한 숫자가 어떻게 되었던 창세기의 기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번성했다고 했다. 야곱이 147세가 되었을 때 드디어 야곱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닥아왔다. 야곱이 하루는 요셉을 불러 옆에 두고, 자기가 죽을 날
이 가까왔음을 말하고, 내가 죽으면 조상들이 묻힌 가나안 땅에 자기를 묻
혀 주기를 요구했다. 야곱은 자기 아들 요셉의 손을 자기 환도 뼈아래 넣
어서 자기를 애굽에 장사하지 않기를 맹세케 했다. 이와 유사한 일을 아브
라함이 자기의 종 엘리에셀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려고 길을 떠
날 때에 행하였던 것이다.
창세기 2 4:2 아브라 함이 자기 집 모든 소 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컨대 네
손을 내 환도뼈 밑에 넣으라

약속의 씨의 족속들이 약속의 땅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여
기서 볼 수 있다. 야곱은 자신의 장사를 지내는 것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증거를 보이기를 원했다.
요셉은 그의 부친이 요구한대로 실행할 것을 엄숙히 맹세했던 것이다.
아들이 자기의 엄숙한 명령을 다르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은 허약한 몸을
일으켜 침대의 머릿 부분에 기대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감사의 기도를 올렸
다.
히브리서 11: 21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 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 며

야곱의 진정한 믿음의 행동이었다. 히브리서에서 ‘침대의 머릿 부분’을
‘지팡이 머리’라고 70인역에 번역되어 있다. 아마 그의 허약한 몸을 일으
켜 앉을 때에 힘이 없어 그의 지팡이와 침대의 머리 부분을 의지하여 일어
나 앉은 것으로 짐작된다. 그는 그의 남은 힘을 다하여 노구를 일으키고
앉아 믿음에 의한 영감으로 창세기 48장과 49장에 나오는 말씀을 예언했
다. 자기는 살아서 보지 못하나 앞으로 언젠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한
씨를 내시어 그를 통하여 세계의 온 나라의 민족들이 축복을 받겠다는 것
을 예언하였다.

야곱의 마지막날들
야곱이 자기의 닥아올 장사에 대해서 논의했다 할찌라도 그 후에 한
동안 계속 야곱은 살아있었고, 요셉은 자기의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계속 책임을 다해서 직무에 종사했다. 다른 아들들도 그와 같이 가족수도
늘어나고, 자기 맡은 일에 바쁘게 종사했다. 야곱은 몸이 쇠약하여 더 이
상 가장으로써 능동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침대에 누워서 세월을 보내
었으나 과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 역사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추억
하면서 위로를 받고 소망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마지막 날들을 보내었을
것이다.
야곱은 자주 미래를 생각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약속
이 열 두아들들과 그 후손들 가운데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언젠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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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한 날에 이 가족들 가운데 구세주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가 묵상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점차적으로 그의 마
음 속에 하나님께서 각 열 두지파에 대한 미래의 일들을 계시하셨다.

그

들의 미래는 물론 그들의 성격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말한 것이나 이 성격
적인 특성도 부모로부터 유전된 것이며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인 격이다.
그 아들 하나 하나를 생각할 때마다 그들의 성격과 특성을 잘 알고있는
아버지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앞 길이 어떻게 될 것을 예언
할 때에 그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된 것이다.

창세기 48 장
야곱의 생각
야곱이 요셉과 그의 아들들에 관심이 많이 간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요셉의 영향은 이스라엘의 가족들에 대해서 아주 지대했기 때문이다. 그
의 성격과 그의 영성과 영분별의 능력과 지도적인 기질을 그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받을 것이라고 생각되었으나, 더욱 묵상하고 기도한 끝에 요셉
보다 유다가 더 큰 힘과 특성이 있어, 요셉 보다는 유다가 지도자의 인물
로 적합하게 생각된 것이다. 물론 과거 젊었을 때에 유다가 실수를 한 적
이 있다 할지라도 최근에 행한 그의 행동은 가족을 이끌만한 지도력을 충
분히 보여주었다고 본 것이다. 그의 아버지와 형제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
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포기하는 태도는 요셉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영적인 깊이와 사랑을 소유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그의
두 아들을 잃고 며누리인 다말과의 깊은 상처를 경험한 유다는 자신에게
큰 변화를 일으켜 새 사람이 된 것이다. 그는 다말에게서 난 쌍둥이 아들
의 좋은 아버지가 되었고, 특히 두 아들 중 ‘베레스’는 그의 아버지의 후
계자로 다윗의 조상이 되었던 것이다.
1-4
이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고하기를 네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
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고하되 네 아들 요셉이 네
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
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
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네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창세기 48장과 49장에서 야곱은 중요한 예언을 하고 있다.

어떤 날 야

곱의 건강이 급속도로 쇠약하여 임종이 가까왔을 때에, 이 소식을 요셉이
게 급히 전하므로 요셉은 자기 두 아들을 데리고 형제들에게도 연락을 취
하면서 아버지께로 향하고 있었다.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있는 힘을 다하여 침대에 앉아서 요셉을 영접하고,
가나안 땅 루스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음을 기억하
고,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 하시고 그 자손이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시고
가나안 땅을 그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실 것을 다시금 환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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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루스에서 처음으로 자기에게 나타나시므로 그곳을
‘벧엘’이라 그 이름을 바꾸었다. 하나님께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에
게 하신 약속을 자기에게 더욱 굳게 확인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벧엘에게
두번이나 야곱에게 나타나셨다(창28:10-19; 35:6-13). 야곱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셨다고 말할 때에 두 번의 대면을 생각하고 말했을 것이다.
두 번째 대면할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약속을 구체적으로 하셨다.
5-7
내가 애굽으로 와서 네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네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
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의 네
소생이 네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 하리라 내게 관
하여는 내가 이전에 내가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
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 약속을 성취함에 있어서, 야곱의 열두 아들들이 각 개인의 할 일과
그리고, 모두 합하여 대민족과 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
획하에서 자기들이 나라와 민족의 조상으로써 선택 되었음을 잘 께달았던
것이다.
야곱은 먼저 요셉을 첫 번째로 관심을 두었다. 그 이유는 그가 가족들을
위해서 행한 모든 선한 일과 또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첫 아
들이였기 때문이었다. 야곱은 초기에 라헬만이 자기의 유일한 아내로 맞을
작정이었는데, 그렇다면 요셉이 처음 난 아들이 되었을 것이다. 야곱이 선
택한 일이 아니고, 외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빠져 형편이 다르게 발전 하였
지만 야곱 자신으로써 이러한 관점에서 요셉을 장자로 생각할 수도 있었
다.
에서와 야곱의 경우를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장자가 유산의 몫을 배로 받
는 것이 습관이다. 그러나 아버지가 이러한 관습을 깨뜨리고 자기의 의견
에 따라서 결정할 수도 있는 것이다. 야곱은 장자인 르우벤이 첩인 빌하와
의 근친상간으로 아버지의 침실을 더럽힌 죄를 생각하여 르우벤의 장자권
을 빼았아 요셉에게 주었던 것이다.
역대기상 5:1 이스라엘의 장자 르 우벤의 아 들들은 이러 하니 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
게로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 니라

야곱은 장자에게 배로 주는 유산의 몫을 요셉에게 주는 것보다 요셉의
두 아들에게 주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요셉의 두 아들을 자기의 양자로 택
하므로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다른 형제들과 같은 자격을 갖도록 하였다.
후에 약속의 가나안 땅에서 족속들에게 지역을 나누어 줄 때에 에브라임
족속과 므낫세 족속이 각각 다른 열 한지파와 동일하게 분양을 받았던 것
이다. 비록 실제로 요셉의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야곱이 양자로 삼았기 때
문에 야곱의 아들로써 이스라엘의 지파의 한 부분에 참여하게 되었다.
야곱이 라헬을 지극히 사랑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 아내가 베냐민을 낳
다가 난산으로 에브랏, 곧 베들레헴에서 일찍 죽었다. 야곱은 라헬로부터
더 많은 아들을 낳기 원했으나 아내의 죽음으로 이 희망은 끊어지고 그에
게서 첫 째로 태어난 요셉에게 다른 형제보다 더 사랑하여 두 배의 몫을
양자로 택한 요셉의 아들들에게 습관을 따라 장자의 받을 유산을 그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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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야곱은 요셉의 아들 둘을 양자로 택하면서 그 후에 난 아들들은 네 것
이라고 말했으나, 성경에 요셉이 그 후에 아들을 낳았다는 기록이 전혀 없
다. 그리하여 요셉이 결국 자기 유산의 몫의 배를 받은 셈이 된다.

8-12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
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
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네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네 소생까지 보이셨
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야곱의 병이 심하였을 때에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에게
왔다. 야곱은 요셉이 혼자 오지 아니한 것을 늙어서 눈이 잘 보이지 않아
분명하지는 아니했으나, 희미하게 모양만 보고 요셉에게 이들이 누구냐고
물었을 때, 요셉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들이라고 대답했다. 야
곱은 그 말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하여 축복 기도하기를 원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물론 아직 어렸다. 요
셉은 30세에 결혼했고, 이때는 요셉의 나이가 56세였다.
두 아들이 할아버지에게 가까이 다가갔을 때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안고
입을 맞추며 하나님께서 요셉을 다시 볼 수 있도록 하실 뿐만아니라 손자
들까지도 볼 수 있게 하신 것을 인하여 눈물겨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렸다.
요셉은 그 축복에 감사하여 아버지를 존경하고, 그를 사랑하는 뜻으로 아
이들을 물리고 엎드려 절했던 것이다.

13-16
우수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
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
수를 펴서 차자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
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
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
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
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은 일어나서 두 아들을 아버지 앞에 이끌고 나아가 아버지의 좌수 쪽
에 차자 에브라임을 앉히고, 장자인 므낫세를 우수 쪽에 앉혔다. 그러나,
아버지는 손을 어긋맞게 하여 오른손을 차자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장자
므낫세에게 놓았다.
먼저, 야곱은 요셉과 그의 아들을 위해서 일반적인 축복의 기도를 올렸다.
그가 기도할 때에, 그가 올리는 기도의 중요성에 대한 것을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올렸을 것이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완전히 성령에 감동되어 성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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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일체께 기도한 것임에 틀림없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이다.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이란 기도는 지금까지 성
령께서 날마다 나의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 성령님
의 역사이다.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사자께서’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을 가르켜 말한 것이다. 여기서 두 가지의 중요한 말씀이 나오
는데, 하나는 ‘기르신다‘는 말로 ’나를 목양하신다(shepherded me, 히,
raah 라하)‘는 뜻이 있다.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또 하나의 말씀은 ’건지신다(redeem, 히, goel, 고엘)‘인데, 성경
중에는 처음 나오는 말이다. 이 말을 여호와의 크신 사자의 사역을 묘사할
때 사용했는데, 이 분은 다름아닌 육신으로 오시기 전의 예수 그리스도이
신 것이다.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은 야곱에게 처음으로 약속하신 그대로
진실로 오랜 세월을 통해서 야곱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고, 또한 그
를 보호하여 주셨다(창28:15).
야곱은 그의 아들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했다. 특히 이 두 아들들(손자이기도 함)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했던 것이다. 그리고, 기도하기를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라 하였
다. 그리고 야곱의 기도의 특색을 보면, ‘이들로 내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
오며’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의 이름이 계속되고, 그들 위에 서있게 하
옵소서’라고 하고, 또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기도했던 것이다.

17-20
요셉이 그 아비의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
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에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
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그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
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 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
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
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 시점에서 요셉은 야곱의 오른손이 에브라임에 놓여 있고, 왼손은 므낫
세 머리 위에 있는 것을 보고, 아버지가 장자와 차자를 착각하여 잘못 손
을 얹져 놓은 줄로 알고, 그들의 이름을 들어 축복하기 전에 그것을 교정
하려고 아버지 야곱의 손을 대자, 아버지는 조금 언짷은 표정을 지었다.
왜냐하면, 요셉의 집에 이미 므낫세에게 장자의 명분을 주기로 작정하였다.
그래서 아버지의 기도를 방해하면서 말하기를 므낫세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기도해 달라고 말했다.
우리가 여기서 다시금 주의하여 관찰할만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큰 아들을
제쳐놓고 작은 아들에게 총애를 기울임을 볼 수 있다. 이스마엘 대신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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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을, 에서 대신에 야곱을, 르우벤 대신에 유다를, 이제는 므낫세 대신에
에브라임을 세우신 것이다. 규칙을 때에 따라 변경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에 대한 요점은 하나님의 선택은 서열이 아니라 영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여튼 야곱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다. 그가 한
것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두 아이들이 미래에 큰 민족을 이
룰 것이나 그 아우가 더 큰 자가 되고, 여러 민족을 이룰 것을 예언하였다.
에브라임은 후에 여로보암 왕의 남북 분열 때에 북쪽 나라에서 주도권을
쥘만큼 대족속을 이루었다.

21-22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
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ㅏ 내가 네게 네 형제
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
앗은 것이니라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요 그의 조상들에게 약
속하신 땅으로 그를 다시 돌려 보낼 것이라는 약속으로 축복하였다. 요셉
은 아버지를 장사지내기 위하여 그 땅으로 돌아갔던 것이다(창50:7). 그리
고 나중에 그가 죽은 다음에 자신도 거기에 묻히게 된다. 그러나, 야곱은
그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서 살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
별히 구체적으로 자신이 아모리 족속들로부터 빼앗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땅은 그렇게 크지 않은 땅으로, 요한복음 4장5절에서 암시하고 것을 제외
하고는 별로 참고할 구절이 없다. 하나님께서 결국 이 약속의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주시는 한 표시로써 사용하신 말씀이다. 야곱은 요셉에게 두
배의 기업을 주었다.

열 두 지파에 대한 예언
창세기 가운데 가장 흥미있고 가장 이해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49장이
다. 여기서 야곱이 그의 12 아들들과 그 후손들에 대해서 마지막 유언과
언약들이 나온다. 야곱의 고별의 말들은 자기 아들들에 대한 축복과 지
도의 말과 미래에 나라로써 발전할 예언에 대한 것과 또한 마지막 날에
모든 길에 대한 예언까지 포함되어 있다. 어떤 면에서는 노아가 자기 세
아들에 대해 예언한 것과 비슷하다(창9:24-27). 그 세 아들의 행동과 성
격에 따라 앞으로 세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을 예언한 것과 같다. 인종
의 유전적인 면과 역사적인 과정에 있어서 각 족속마다 특징적인 점을 가
지고 있다. 국가와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성, 예를 들어 산업적이
어서 부지런하고, 아니면 게으르고, 또 순수한 면과 방탕한 면, 또 평화적
이고 공격적인 면, 또한 철학적이요, 기계적인 특징들이 그 민족의 성격
과 역사를 이루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물론 예외적인 개인의
특성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특성이 그 민족과 종족의 대표적
인 성격을 구성하게 된다.
이것은 특히 이스라엘의 경우에 적합하게 적용된다. 이스라엘이 하나
님의 택한 민족이라 할찌라도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
음과 도덕성과 지적인 면의 특성에 참여함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간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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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택하여 쓰시기 위헤서 다양한 성격
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힘입혀 주신다는 것이다. 야곱의 열 두 형
제들은 그들의 아버지의 특성을 이어 받았다 할찌라도 각자가 그들의 고
유의 특성을 또한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어느 가족에서나
볼 수 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특별히 택하신 이 가족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아버지인 임종시에 그들의 미래에 대한 심오한 일들을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잠간 보여 주셨다. 바르게 하는 교훈이 필요한 아
들들에게

놀라운 말씀으로 그들을 경고하고 엄히 훈계하는 것으로, 그들

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명했다. 수 백년, 수 천년을 통해서 그의 예
언이 성취됨을 보아서 그들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일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로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을 증명하고 있다.
야곱이 예언한 때가 확실하지는 않으나, 그의 임종을 연락받고 급히
찾아온 요셉과 그의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한 다음에 형제들에
대헤서 예언한 것으로 간주된다.

야곱은 자기의 모든 아들들이 그들의

장자권에 대한 아버지의 결정과 두 손자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양자로 삼
은 일들을 알기를 원했다.

창세기 49 장
1-2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2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비 이스라
엘에게 들을찌어다
야곱은 자기의 아들들을 자기의 침대 주위에 다 모아 놓고 자기는 침
대에 기대어 앉아서 미래에 각 지파의 대표가 될 그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중요한 일들을 예언할때, ‘야곱의 아들들아’ 라고 말하고, ‘너희 아비 이스
라엘에게 들을찌어다’라고 명했다.
그의 말들은 보통의 대화의 말이 아니었다. 그의 말은 시적이요, 상징
적인 이미지 였다. 야곱이 비록 말한다 할지라도 그의 말의 운치가 인간의
말이라기보다 성령이 그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가 지금 죽
음을 직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는 조금도 정신적으로 허약함이 없이 과거
의 일어난 모든 일들을 생생하게 기억하면서 그의 말은 보통 때의 대화와
달리 시적이요, 상징적이요, 예언적 임을 볼 수 있다.

열 두 형제들은 아

버지의 중요한 진술들이 너무나도 선명하여서 그들의 기억 속에 결코 지울
수가 없었다.
형제들은 아버지의 방에 들어가 침대를 중심으로 모두 둘러 앉아서 임
종을 앞둔 아버지를 방문할 때에 야곱은 눈을 떠서 희미하게 보이는 아들
들을 하나씩 쳐다보고 확인을 하며 돌아가면서 말하기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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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 위광이 초등하
고 권능이 탁월하도다마는 4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치 못하리니 네가
아비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르우벤은 장자였다. 자연히 그는 아버지의 침대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앉
아서 그의 장자권을 빼았긴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는 항상 아버지
의 총애를 원했다.

그는 감상적이요, 애처러운 사람이었다.

한 때는 모든

처음 난 아들이 가지는 아버지의 기쁨과 자랑이 되었었다.

처음 난 아들

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기를 "아버지의 기력의 시작이다"(신21:17; 시78:51.
등). 아버지의 능력이요, 기력을 증명하는 것이다.
불행하게도 처음 난 아들이 언제나 그가 약속한 바 아버지의 희망대로 살
지 못하는 일이 흔히 있다. 르우벤은 성격이 허약하고 불안정하며 정욕이
불타고 있는 심약한 자였다. 가장 악한 죄를 범한 것은 아버지의 침대에
올라가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근친 간음을 행했다. 비록 이스라엘이 이 일
에 대하여 짧게 언급했으나, 도덕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장자의 행위는 그
의 마음 속 깊이 상처를 입혀 이 사실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

결과적

으로 야곱은 자기의 인생의 종지부를 찍는 마당에서 집안의 불명예스럼과
수치를 저지른 이 이유 때문에 르우벤의 장자권을 박탈할 것을 분명히 하
였다. ‘결코 탁월치 못하리니’란 말은 문자 그대로는 ‘후손에게 남길 유산
이 그에게는 하나도 없다’란 뜻이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찰해 볼 때에 르우벤 족속은 나라를 위해서 어떠한
면에서도 공헌한 일이 없다. 나중에 약속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갈 때
에도 요단강을 다른 족속들과 함께 건너 가기 전에 안착을 원하고 허락해
달라고 요청한 족속이다(민32장). 또한 명하지 아니한 장소에 경배를 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일에 협조한 사실이 있다(수22:10-34). 나중에 가나
안 족속과 전쟁을 할 때에 드보라와 바락의 군사 모집에 응하지를 아니하
였다(삿5:15, 16). 야곱의 예언은 그 후로 계속 성취되고 말았다.

르우베

은 어떤 일에서든지 결코 탁월치 않았다.

5-7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6 내 혼아 그들의 모
의에 상관하지 말찌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예하지 말찌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7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
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그 다음 두 형제는 시므온과 레위였다. 그들은 항상 함께 했다. 다른 형
제들보다 가장 가깝게 이 두 형제들이 지냈다. 르우벤이 ‘약하고 정욕에
찬 자’라면 이 두 형제들은 사납고 잔인했다. 성격이 불같은 이 두 형제들
은 세겜 사람이 자기 여동생 디나를 강간했다 하여 세겜 족속을 전멸시켰
다. 이 두 형제들이 이러한 일만 행한 것이 아니라 많은 포악한 일들을 행
한 중에서도 이 소행이 가장 악했다. 그래서 야곱은 말하기를 ‘잔해하는
기계’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깊은 감정으로 그들의 동기와 행동으로부터
관계를 끊겠다고 말했다.

그들은 자기의 행한 일에 대해서 정당화 할지

모르나 이스라엘은 그들의 잔인성과 불같은 포악성을 저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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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악한 셩격과 굽힐 줄 모르는 의지로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인하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고 했다. 그리고 가옥과 재산을 무차별 파괴하는 일들
을 했다.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

으리로다’ 라고 했다.
이 두 형제들에 대해서 각각 다른 방법으로 예언이 성취되었다. 시므온
은 유다의 후손들이 받는 유업 중에서 상속이 주워졌다(수19:1).

시므온

의 후손들 가운데 어떤 자들은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에돔과 아말렉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거주하게 되었다(대상4:39-43).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될 때에 많은 시므온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떠나 유다에 병합했다(대하
15:9).

그들은 결국은 유다 지파에 많이 동화되고 이스라엘 밖으로 흩어

져서 아사 왕 이후로는 그들에 대한 사역을 그의 들어 볼 수 없었다.
레위 족속에 관해서는 그들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분깃을 하나도 받지 못
했다. 그러나 각 족속을 통해서 흩어져 있는 도시에 산재해 있었다(수
21:1-3). 그러나 레위 족속은 모세 때에 모세에 속한 족속인 덕분에 우상
을 섬기는 일에서 구함을 받았다(출32:26). 이러한 환경에서도 자기 아버
지의 복수심의 거칠은 성격을 본받아 우상 섬기는 자들을 형제이든, 이웃
이든 모두 쳐죽이라는 모세의 명령에 유전된 거칠은 성격을 다시 한번 실
행에 옮기는 기회를 가졌다(출32:27-28). 모세 자신도 레위 족속이며, 레
위 족속은 이스라엘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 봉사하는 것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들은 단독적인 족속의 기업을 가지고 발전함보다 이러한 제사장
의 직분을 맡아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 훨씬 유익된다.

8-12
유다야 너는 네 형제의 찬송이 될찌라 네 손이 네 원수의 손을 잡을 것이요 네
아비의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
낀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
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주에 빨리
로다 그 눈은 포도주를 인하여 붉겠고 그 이는 우유로 인하여 희리로다
이스라엘에게서 첫 세 아들들의 예언이 과히 좋지 아니하게 나왔다. 그러
나 유다의 경우는 달랐다. 그의 이름의 뜻이 ‘찬양하라’란 뜻이다. 그는 형
제들로부터 찬양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는 모든 족속을 이끌 지
도자가 될 것이다. 그는 사자가 모든 짐승 가운데 왕인 것처럼 적을 멸망
시키며, 모든 형제들이 그의 앞에 절을 하겠다고 했다. 요셉의 처음 난 아
들에게 두 배의 유산의 몫을 받은 것처럼 유다의 처음 난 아들은 족속 가
운데 우세하고 책임을 감당할 것을 말했다. 또 유다에 대해서 젊은 사자와
같이 강하고 움킨 것을 찢고 삼켜 버리는 용맹과 성숙한 사자가 자기의 굴
에서 쉬고 있을 때에 감히 누가 침범하지 못하는 안정된 위치에 있겠다.
유다 족속은 강하고 용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땅에서는 많은 소출을
낼 것이며, 산업이 크게 융성할 것을 말했다. 포도 넝쿨이 무성하여 나귀
를 거기에다 매여 두겠다. 젖과 포도의 소출이 넘치는 건강한 유다의 모습
을 묘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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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진실로 유다는 모든 족속을 인도하는 주된
역활을 맡고 있음이 분명하다. 이 사실은 다윗 왕 때까지는 현저히 나타나
지 않는다. 초기에는 다른 족속이 지도적인 임무를 맡아 왔다. 레위 지파
의 모세,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 단 지파의 삼
손, 에브라임의 사무엘,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을 들 수 있다. 야곱
이 하나님의 영적인 감동이 없이 유다 지파가 우세하고 번영하겠다는 예언
을 할 수 없다. 유다는 이 예언이 있은 후 약 640년간 왕의 홀을 받지 못
했다. 그러나 다윗이 왕이 된 후로는 유다 지파가 유세한 위치에 오르게
된다.
이스라엘이 유다에 관하여 예언한 가장 중요한 말이 10절에 있다. 야곱이
말하기를,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하겠다”고 하였다. ‘홀’(히, Shebet,
쉐베트)은 성경에서 여기에 처음으로 명시되고 있는데, 물론 그 뜻은 ‘다스
리는 것’을 의미한다. ‘치리자’(히브리, Chaqaq, 챠켘)란 여기서 확실하지
않으나 ‘법령을 내리는 자’라는 뜻이다. ‘그 발 사이에서’란 구절은 아마
유다의 씨를 의미하는 것 같다.
열쇠의 말씀은 ‘실로’이다. 이것은 벧엘 가까이 위치한 도시이다. 사사의
시대에 한동안 거기에 회막을 두었었다. 이 도시는 그렇게 중요한 도시가
아니었고, 후에는 불렛셋 사람들에 의하여 파괴되었다. 예언이 말하는 어
떤 사람을 의미하며 기념하기 위하여 그 도시의 이름을 지은 가능성이 있
을지라도 그 도시 자체를 의미한 것은 아니다.
본문의 내용이 어떤 사람의 이름이나 칭호의 의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에서 말의 형태가 ‘평화’(Shalom)의 말
과 관련지우고 있다. 아마 그 뜻이 ‘평화를 가져오는 자’일 것이다. 여하튼
이 두 고대 유대의 주석가와 초대 교회가 약속의 예언적 메시야로 보는데
그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의 해석은 칠 십인역에서 암
시하는 것인데 그 말씀이 ‘마땅히 얻을 자’로 해석한다. 이 사상은 에스겔
21장27절에서 동일한 말씀이 나온다.
여기서 야곱의 예언의 골자가 유다를 통해서 약속의 씨가 올 것을 말하는
것이다. 메시야가 오시겠다는 약속은 창세기3장15절에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여러 세대를 통하여 오실 메시야를 기다리
고 있다. 야곱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확실한 사실이었다. 두말 할 것없이
그의 예언에서 이러한 소망이 예언될 것을 야곱은 기대했을 것이다. 유다
에 대한 약속은 야곱이 소망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특수한 예언일 것이다.
약속하신 그 분이 오실 때는 참으로 평화와 안정이 올 것이며 모든 사람들
이 그에게 모일 것이다. 수 백년 후에 이사야가 동일한 예언을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가 처음 말한 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니”(사7:14), 그의 이름은 “평화의 왕이요”(사7:14)라고 말한 것을 보아 알
수 있다.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란 야곱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
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들의 후손에서 메시야가 올 것을 약속한 것과 같
은 내용이다. “당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니
라”(창12:3, 22:18, 26:4, 28:14 등).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유다 지파의 사자’(계5:5)라고 부름으로 주 예
수 그리스도가 유다에 대한 예언의 당사자임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다.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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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지자도 이 예언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데, “베드레헴 에브라다야 너
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우리의 평강이 될 것이라”(미5:2-5)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성취되었다. 유다 족속이 다윗 왕의 즉위 이후로
홀(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주권)이 예수님 오시기까지 유다를 떠나지 아니
하였다. 나라가 분단된 후 나중에 모든 족속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유다 지파가 항상 우세한 위치에 있었다. 심지어는
포로 생활 중에서라도 유다 지파의 다니엘이 이스라엘 중에 가장 큰 자였
고, 실제로 바벨론 왕국의 셋째 치리자로 군림하였다.
포로로 잡혀간 후에 일차적으로 귀환한 족속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며, 그들과 함께 많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머지 열 지
파는 앗시리아 군대에 의하여 타국으로 많이 흩어졌다. 그때에 유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였다. 이러한 조건의 약속의 메시야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 후 즉시 유대인
(유다 지파에서 유래)들이 각 나라로 흩어졌다. 그 후 그들의 족보도 상실
되었고, 지파의 융합과 불성실한 족보의 관리로 각 지파를 구분하기가 심
히 어려워 졌다. 이 사실은 야곱이 예언한대로 실로가 오기까지는 일어나
지 아니하였다(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사실은 메시야가 이미
오셨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메시야가 주후 70년 전에 왔어야 했다.
왜냐하면 이 때에 유다의 홀이 로마로 옮겨 졌기 때문이다.

13-15
스불론은 해변에 거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 지경이 시돈까지로다
잇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
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며 어깨를 내려 짐을 매고 압제 아래서
섬기리로다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후에 야곱은 레아의 두 아들에게 말 문을 돌렸다.
그들은 유다 곁에 서있었던 같다. 이 아들에 대해서는 창세기에 특별한 기
록이 없다.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요셉의 형제들의 기록들이
다. 다만 야곱이 그들에 대한 진술에서 그들의 각 개인의 특징적인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스불론에 대해서는 야곱이 지적한 사실은 해변가에 거하
겠다는 말 뿐이다. 그리고 스불론은 선박이 정

박하는

항구가

되겠다는

것과 북쪽으로 고대적 항구 시돈까지 이르겠다는 예언이었다. 여호수아는
스불론 지파에게 해변까지 그 구역을 할당하였다(수19:11). 그리고 요크네
암 이전 강까지 이르렀다. 스블론의 정확한 경계를 구별하기는 어렵고, 정
확히 이 예언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는 더욱 연구를 해야 한다. 대개 스블
론은 갈릴리 바다와 지중해 사이에 있는 것으로 상상된다. 그러나 이 경계
가 두 바다에까지 미쳤는지 아니면 하나만인지는 모른다. 마4:13에서 암시
하는 것은 경계가 가버나움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좌우간에
이

지역이

그리스도의

공중

목회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

곳이다(마

4:15-16).
야곱은 잇사갈을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 비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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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사갈은 ‘강하고 온순하고 게으른’ 뜻의 내용이다. 그는 좋은 땅을 큰 힘
을 들이지 않고 ‘할당받아 즐길 것’이라는 뜻이다. 그리하여 결국은 그들이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의 주인을 위하여 무거운 짐을 지겠다는 예언이다.
역사적으로 잇사갈은 땅이 비옥하고 수확이 많아서 약탈자들과 체포자들이
오므로 그 땅의 소출이 약탈되고, 또 종살이를 하는 일들이 있었다. 특수
한 예언은 찾아볼 수 없다.

16-21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
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로 뒤에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
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박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
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식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진수를 공궤하리
로다 납달리는 놓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다음은 두 여종에게서 태어난 네 아들에 대해서 예언하였다. 그들의 이름
을 나이 순서대로 언급하지 아니하였다. 납달리가 둘째에 나오지 아니하였
고, 세째에 나온 것을 보면 야곱이 나이 순서대로 하지 않고, 옆에 서있는
대로 예언한 것 같다. 스불론과 잇사갈도 마찬가지 경우이며, 이들에 대해
서도 특별히 예언한 것이 없고, 다만 그들의 개인적인 성격이 예언 가운데
나타난 것을 볼 수 있다.
야곱의 첩들의 소생들도 유업을 받는가 하는 의문이 있음으로 야곱은 그
들 중의 처음으로 단에 관해 예언하기를,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다 말굽을 물어
서 그 탄 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
나이다.”
단 지파는 동북 쪽의 해안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보잘 것 없는 작은 지파
이나 용기가 있어 적을 무찔러 그 지역을 능히 보호할 수 있는 지파라고
말하였다.
한편으로 단 지파를 독사라고 언급하였는데, 단 지파가 우상을 이스라엘
땅에 가져와서 정규적으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다(삿18:30-31). 단 지
파인 여로보암이 반역하여 나라가 둘로 나뉘게 되었고, 또 금송아지를 그
땅에 세워 섬기게 하는 죄를 지었다(왕상12:28-30).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계시록(7:4-8)에 나열된 지파 가운데 단 지파가 빠져 있다(신29:16-21).
마지막 부분의 예언은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라고 한
말씀에서 예언을 강하게 하는데, 독사라는 말을 했을 때, 독사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다. 옛 뱀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원수의 관계이다. 야곱은 하
나님의 보내실 약속의 씨가 와서 독사에게 발꿈치를 상하게 할지라도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을 생각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예언이
뒤따랐던 것이다(창3:15). 메시야가 오심에 대한 예언은 유다에게 이미 한
것으므로 이 순간에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라고 외침이 아주 자
연스럽다. 이 구원은 실제로 한 분을 기다리는 것인데 그 말씀이 히브리
말로 ‘야슈아,’ 이 분은 다름 아닌 ‘예수’이시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구원’
이란 말이 여기서 명기되고 있다.
갓 지파는 요단의 동쪽에 암몬 왕국의 변경에 위치하고, 또 다른 사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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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하는 민족들에게 노출되어 있음으로 항상 공격이 심하나 그들을 능히
무찔러 이길 것이라고 하였다(대하5:18; 12;8 등).
아셀의 구역은 갈멜 산의 북쪽 해변 지역으로 두로와 시돈까지 주셨다(수
19:24-31). 그럼에도 그들이 두로와 시돈까지 점령하는 일에 실패하였다.
그리하여 존재없는 족속이 되고 말았는데, 아마 고대적 무역과 상업의 중
심지인 페니키아에 가까이 있어서 안일한 생활과 물질의 풍성함에 사명감
을 상실하고 약화된 듯하다.
납달리는 단의 형제로써, ‘납달리는 놓인 암사슴이라’ 함은 신속하게 빠른
걸음으로 적을 강타하는 용사의 후손이 될 것을 말하였고, 또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라는 말에서 아름다운 문학과 고상한 연설을 잘하는 조
상이 될 것을 예언하였다. 성경에 특별한 예언은 없으나 납달리 자신이 이
러한 성격을 가진 자이다. 바락이 이 족속의 후손이며, 드보라 여선지자와
함께 가나안 족속의 야빈과 시세라를 쳐서 대 승리를 하였다(삿4:6, 15).
그 때 주로 납달리와 스불론 사람들로 구성되었다(삿4:10; 5:18). 아름다
운 소리를 발한다는 말은 두 말할 것 없이 드보라와 바락의 승리의 노래를
예언의 성취로 볼 수 있다(삿5:1-31).

22-26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쏘
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도리어 견강
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
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나도다 네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
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
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 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네 아비의 축복이 내
부여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 오리로다

마지막으로 야곱은 요셉과 벤야민에게 말 문을 돌려 요셉에게는 유다와 유사한 축
복을 선언하고, 표현 방법에서 그의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포도 열매가 무성한 큰
가지에 비유하여 수원이 풍부한 자리에서 자라는 포도 넝쿨이 포도가 주렁주렁 달
려서 담을 넘어가 있는 풍성함을 말하므로 그의 족속인 애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배의 축복을 예언하며, 그들이 강하고 많은 수로 번영할 것을 예언하였다. 또한
그를 강한 적에게 포위를 당한 자로 비유하여 그의 아버지를 강하게 하신 하나님
의 능력의 팔로 그의 팔을 강하게 하셔 서 적을 강한 팔로 활를 쏘아 무찔러 승 리
하는 약속을 예언하였다. 이러한 묘사는 요셉 자신이 원수였던 그의 형제들에 대
한 승리에 적용하였고, 뿐만 아니라 또한 요셉 후손들이 경험할 예언적인 말이었
다.
요셉의 손을 강하게 붙드신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후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이며, 이스라엘의 목자와 반석이 될 것을 예언하였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
낫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목적의 일(창48 :15)을 언급한 바 있으나 여기가 처음으
로 하나님께서 목자라고 부르신 곳이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반석이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의 예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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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야곱은 바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또한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라 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야곱은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와 땅의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수원으로 축복하실 것을 약속 하셨다. 여기서, ‘깊은(테홈, tehom)'이란
땅 속 깊이 있는 수원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그의 후손들과 그의 가축들에게 건
강의 축복을 약속하셨다.
이스라엘은 또한 자기가 조상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았다고 말했다. 아들들도,
많고 기름진 풍성한 땅도 주셨고, ‘영원한(오람, olam=고대적 혹은 영원한) 산’이
란 말은 고대적 산이 한없이 펼쳐져 있는 땅의 소유를 말한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가 거주하는 지역은 기름진 땅인데, 이것은 고대적 노아의 홍수 때부터이다. 야곱
이 받았던 축복이 요셉과 그 후손들에게 소나기로 내리기를 원한다고 했다. ‘형제
중 뛰어난 자(나지어, nazir=’나실인‘과 같은 말)’이란 말은 그의 형제들보다 뛰어
난 특별한 사역을 맡아 뽑힌 자들이다.
나중에 이 예언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족속 가운데서 성취된 것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전자에서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 족속으로부터 속출하였음을 볼 수
있다. 여호수아와 드보라, 그리고 사무엘이 에브라임 족속이요, 기드온과 입다가
므낫세 족속이요, 이 두 지파는 전쟁 때에 아주 강했고, 그들은 기름진 땅에 살면
서 많은 생산을 내었다.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족속의 사람으로 반역하여 남북으로
양분하였고, 북쪽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라는 두 이름으로 번갈아 불렀으며, 남
쪽은 유다로만 불리었다.
야곱의 축복이 특히 요셉과 유다를 중심으로 예언한 것은 의미 심장한 일이다. 나
중에 이 두 족속이 이스라엘의 주도권을 쥐고 이끌어 갔다. 물질적인 축복은 요셉
에게 약속했고, 므낫세의 조상에게 물질적인 축복과 정치적인 축복에 첨가하여 영
적인 축복은 유다에게 약속한 것이다.
27-28
베냐민은 물어 뜯는 이리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
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십 이 지파라 이와 같이 그 아비가 그들에게 말
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되 곧 그들 각인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마지막 아들은 베냐민이었다. 야곱은 그를 ‘빼았은 것을 먹고 움킨 것을
나누는 물어 뜯는 이리’라고 예언하였다. 이것은 야곱이 특히 사랑했던 아
들에 대한 이상한 예측인 듯하다. 이것은 약속이기도 하지만 경고이기도
하다. 베냐민 지파는 전쟁에서 담대하고 강하여 승리를 거두지만 동시에
그들은 잔인하고 욕심이 많은 족속이 될 것이다라고 예언하였다. 나중에
사사기 20장의 사건을 보면, 이 두 기질이 잘 나타나 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하여 열 두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가 거의 멸족하여 궐이 날뻔 하였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첫 번 왕이 사울이었는데, 이 사람은 베냐민 지파로써
야곱이 예언한 기질에 아주 적합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다.
야곱은 이리하여 그의 아들들을 예언적으로 ‘이스라엘의 열 두 지파’라고
부르고 축복하는 일로 막을 내렸다. 어떤 예언의 내용은 축복이라고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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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어려운 점이 있다 할찌라도 그의 아들들과 그 자손들이 이러한 기질에
대해서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고를 하므로 간접적으로 축복을 받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야곱이 한 말을 여러 세

대를 통해서, 특히 애굽의 종살이 때나 광야에서 유리 방황할 때에 읽고
되새기고 묵상하여 왔음에 틀림이 없었을 것이다.

분명히 그들은 그 예언

을 존중히 여기며, 예언의 성취를 자신들이 스스로 증명했을 것이다.

29-33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내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사람 에
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부여조와 함께 장사하라 30 이 굴은 가나안 땅 마
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 소유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31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
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
하였노라 32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33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거두고 기운이 진하여 그 열조에게
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요셉에게 약속한 것을 이제 자기의 모든 아들들에게도 요구한다.
그 약속은 자기가 죽으면 자기를 가나안 땅에 옮겨다가 오래 전에 가족을
장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구입한 동굴로 자기의 조상들이 묻혀있는 곳
에 자기도 묻히기를 원했다.

그곳에 자기의 첫 아내인 레아의 무덤이 있

고, 또한 부모와 조부의 무덤도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들의 자손에게
이 땅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
음을 자손 대대토록 전하는 것이다.
이 마지막 요구와 함께 야곱은 있는 힘을 다하여 침대에서 몸을 일으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자기가 묻힐 곳에 관한 말을 할 뿐아니라 죽은
후에도 앞으로 메시야가 오실 것과 부활의 큰 소망을 말했던 것이다.

창세기 50 장
애굽에 있는 관
창세기의 마지막 장은 야곱의 장례에 관한 것이다. 성경의 다른 곳
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긴 장례의 내용을 기록한 곳은 없다. 이것은 하나
님께서 그의 구속의 역사에서 야곱에게 놓여진 중요한 사실을 말하는 것
이다.
실제로 믿는 자가 죽었을 때, 그에게 적절한 믿음으로 살았던 명예
로운 일을 증거하고, 또 미래에 몸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
서 반드시 그 약속을 성취할 것을 믿고 죽었음을 증거하며 장례를 치루어
야 하는것이다.(성경에서 어느곳에도 믿는자의 죽은 시체를 장례하여 시
신을 묻는 일을 하는 것 이외에 쓰레기 버리듯이 처리하거나 혹은 화장을
하거나 한 예를 찾아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의미 심장한 것이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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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이 아비 얼굴에 구푸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 의사에게 명하여 향 재료로
아비의 몸에 넣게 하매 의사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사십일이 걸렸으니
향 재료를 넣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칠십일 동안 그를 위
하여 곡하였더라
야곱의 영혼이 그의 몸을 떠났을 때 천사들의 옹위를 받고 아마 아브라함
의 품 속으로 들어 갔을 것이다(눅16:22). 요셉은 아비의 얼굴에 꾸푸려
울며 입을 맞추고 비록 장래에 아버지와 다시 대면하는 날이 올 것을 믿을
찌라도 인정상 헤어지는 아버지에 대한 슬픔을 금할 수 없어 울고 깊은 조
의의 뜻을 나타내었음은 아주 자연적인 일이다. 죽음은 큰 적이다. 어느
날 죽음도 불 못에 던져 넣을 때가 오며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함
도 없고 곡하는 일도 없고 아픔도 없는 날이 믿는 자들에게 찾아 올 것이
다(계20:14; 21:4).
그럼에도 성경은 말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4: 13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
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셉은 조금 후에 눈물을 거두고 죽은자에 대해서 적절한 처리를 하도록
명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대로 야곱의 눈을 요셉이 감기고(창46:4), 그

리고 야곱은 만족히 세상을 떠났다(창45:28; 46:30).
그들의 부친이 돌아 가셨을 때에 다른 아들들의 반응에 대해서 언급한 바
가 전혀 없다. 그러나 형제들은 요셉처럼 그렇게 극심히 슬퍼하지는 아니
했다 할지라도 모두가 아버지를 사랑해 왔고 슬퍼했을 것이다.
애굽에서는 죽은 시체에 반복적인 방부제의 처리로써 영구적으로 시체를
보존하여 마미화하는 풍습이 있었다. 요셉의 자기의 사사로운 의사에게
자기 부친의 시신에 이러한 과정을 밟도록 지시했던 것이다. 이 과정이 40
일이나 걸렸다.
또한 국가적인 중요한 인물은 백성들이 70일 동안 곡하는 것이 상례였으
며, 야곱은 요셉의 부친으로 국빈의 장례식으로 치루어 졌다는 것으로 엿
볼 수 있다. 비단 야곱은 요셉의 부친일 뿐만 아니라 참 신이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기 나라에 17년이나 머물며 살았다는데 경의를 표하며 애굽
사람들은 야곱의 죽음에 슬픔을 같이 했다.

4-6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
를 입었으면 청컨대 바로의 귀에 고하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서 둔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가로되 그가 네게 시
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비를 장사하라
곡하는 70일의 기한이 지난 후, 요셉과 그의 형제들은 아버지의 분부대로
그의 시신을 애굽에 묻지 말고, ‘가나안 땅에 묻어라’는 명령에 순종하기로
결심 하였다. 이약속은 쉽게 하였으나 실천하기에는 쉬운 일이 아니었다.
기근이 기간이 모두 지났기 때문에 온 가족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가서 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자리를 잡고 모든
일이 잘되고 부유하고 안일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었고, 특히 요셉 자신도
바로 왕이나 바로의 궁에 있는 신하들이 요셉이 없어서는 안되는 존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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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했기 때문에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다는 생각은 하지않은
듯하다.
요셉은 아주 수완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먼저 그의 요구에 바로의 신
하들의 협조를 받았고, 이 요구를 바로에게 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서 장사 지낸 다음에 반드시 돌아올 것을 확인시켰다.
요셉은 또한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이미 자기의 묘지를 파놓았고, 그의 소
원에 따라 맹세한 유언을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강경하게 주장했다.

이 무덤에 야곱의 부친 이삭도, 그리고 그의 조상들이 모두 이 무덤에 장
사된 것이다.
바로는 이 요구가 분명하며, 그 이유가 정당함을 보고 특히 아버지의 유
언에 맹세한 일을 시행토록 쉽게 허락하였다. 바로는 국장으로 명하여 애
굽의 모든 관직에 있는 자들이 모두 야곱의 장례식에 참여하여 조의를 표
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다.

7-9
요셉이 자기 아비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
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 형제들과 그 아비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
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떼가 심히 컸더라
장송의 행렬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 및 그의 가족들 뿐만 아니라 물론 어
린 아이들과 가축들은 모두 집에 두고 가지만 바로의 권속들 가운데 신하
들과 장로들, 그리고 애굽의 장로들이 모두 참여함으로 장례의 행렬이 아
주 컸다. 또한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병거와 기병이 호위하는 가운데 진
행 되었으며, 또한 그들의 모든 음식과 보급을 공급할 마차까지 합친다면
괄목할만한 행렬이었다.

이 대행렬이 애굽에서 시작하여 홍해를 거쳐 시

내 산의 사막을 향해서, 그리고 사해 바다의 남쪽을 지나 요단강의 동편으
로 올라가는 대 장사진이었다.

10-11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호곡하고 애통하
며 요셉이 아비를 위하여 칠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가로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 대 장사 행렬이 요단강 동편에 머물러 아닷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딴
‘아닷 타작 마당’에 모여 7일을 애곡하니 주위에 있는 가나안 사람들이 보
고, 이를 ‘애굽의 애통’이라 말하며, 그곳의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명명했다. 그 뜻이 ‘애굽의 초원’이라 불렀다.
가나안 사람들이 볼 때에, ‘애굽의 큰 무리가 애굽에서 장사를 지내지 아
니하고 여기 까지 와서 장례를 치루며 크게 우는가’하고 의아해 하였다.
이 지역이 그 때에 애굽의 통치 아래 있었다는 증거를 볼 수 있다.

15-21

- 241 -

창세기43장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
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
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
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찌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
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
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
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
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
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야곱이 죽은 다음에 열 형제들은 요셉이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에게
드디어 원수를 갚을까 하여 두려워 했다는 사실은 이해할 만하다. 요셉이
그렇지 않고 ‘당신들과

당신의 가족들을 내가 잘 양육하고 돌볼 것이며,

당신들이 나를 팔았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간곡히 위로하여도(창
45:4-11), 그들의 강한 죄책감은 요셉이 아직도 우리를 용서치 않고 벌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가득차 있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누가 말을 아니해
도 스스로 죄책감에서 고통을 하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그들은 행동에서 요셉에게 대하여 미안한 생각을 하였으나, 그들
의 죄를 요셉에게 완전히 고백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요셉은 앙심을 품지
않았고, 진심으로 용서하고 사랑하였는데 저들이 아직도 왜 이러한 말을
하는지 궁금했을 것이다. 형제들의 자존심과 두려움 때문에 야곱이 살았는
동안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야곱이 죽으니 형제들은 생각하기를
아버지 때문에 요셉이 잠자코 있었으나, 이제는 아버지가 죽었으니 복수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갑자기 두려움과 죄책감이 그들의 마음을 사로 잡았
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유다나 베냐민을 보내어 아버지 야곱이 살아 생전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라고 말씀한 사실을 요셉에게 기억나게 하였다. 이 때
에 그 메세지 가운데 분명히 그들의 죄의 고백과 용서를 간청하는 장면이
나타난다.
창세기 기록에서 야곱이 요셉에게 그렇게 명령한 장면을 찾아 볼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명령을 찾아보려고 애쓸 필요가 없음은 아버지가 당연히 형
제들을 용서해 줄 것을 요셉에게 사사로운 자리에서 위로하며 말했을 것이
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 형제들은 이것을 아버지의 명령으로 요셉에
게 재차 확인을 시켜 주고 있다.
요셉이 그들을 벌할 생각이 없다 할지라도 그들의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간청에 요셉은 마음속 깊이 감동이 되었다.

사람이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사람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회개를 하나님이 원하시
며 사람이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요셉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 이러한 진심의 회개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 했을 것이다.

그 후에 계속 언급한 사실을 보면 그들의 회개는 진심

이었고 완전했다.

그들은 자신들을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했다. 이 말은 의미 심장한 말이다. 이제까지 걸어온 사실을 보고 하나
님께서 특별히 자신들을 부르신 일을 깨닫게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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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의 형제들은 죄의 고백을 그치지 않고 계속 말하다가 드디어 자신들
을 요셉의 노예로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기 때
문에 그들 자신이 자발적으로 요셉의 노예가 되겠다는 것이었다.

다른 사

람에 대한 참된 회개와 죄의 고백은 다시금 그 대가를 치루고 회복하는 것
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가능한 일을 하기로 기꺼이 결심
한 사실을 볼 수 있다.
요셉은 눈물로써 그들을 완전히 용서 한다는 사실을 확인 시켰다. ‘당신
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라고 말했다.
시편 76: 10 진실로 사람의 노는 장차 주를 찬송하게 될 것이 요 그 남은 노는 주 께서
금하시리이다.

혹시 요셉이 아직도 그의 형제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적개심을 품고 있다
고 가상을 한다 할지라도 요셉이 원수갚는 일을 두려워 했을 것이다.

하

나님께서 앞으로 닥아올 흉년 때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의 행한
일을 바꾸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고 계신 것을 너무나도 분명히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악을 바꾸어 선으로 행하신 일을 다시금 그
악에 대하여 자신이 복수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만일 그들이
아직도 벌을 받아야 한다면 하나님 자신이 처리하실 것이다.
로마서 12: 19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 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라

그들의 말에 반응하여 요셉은 말하기를 자기가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할 것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22-23
요셉이 그 아비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하여 일백 십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
손 삼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슬하에서 양육되
었더라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의 나이는 56세이었다(창41:46, 53; 45:6; 47:28).
요셉은 그 후 54년을 더 살았고, 향년 110세에 죽었다.
이 나이는 아브라함(175세), 이삭(180세), 그리고 야곱(147세)의 향년보
다 적은 것이다. 사람의 수명이 노아 홍수 후에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요셉은 고손자 까지 보고 죽었다. 그의 장자 므낫세는 두 아들이 있었는
데, 하나는 마길이었고,둘째는 아스리엘이었다(민26:29-31; 대상7:1:4). 요
셉이 살아 있을 때에 마길의 아들이 자식을 낳아 요셉이 손자를 보는 축복
을 받고 즐거워 했다. 여기서 길르앗이 태어나서 길르앗족속의 조상이 되
었다(민26:29).
요셉은 둘째 아들 에브라임의 자손 삼 대까지 보았다. 에브라임의 삼 대
란 말이 요셉에서부터 인지 아니면 에브라임에서부터 인지는 확실치 않다.
여하튼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많은 자손을 보게 되었다(창48:19-20).

24-26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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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
더라 요셉이 일백십세에 죽으매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
관하였더라
요셉이 죽을 때에 요셉의 형제들이 몇 명이나 살아 있었는지 성경에서 명
시하지 않고 있다. 베냐민과 그의 다른 형제들이 살아 있었음이 분명하다.
요셉이 죽을 때에 아마 그의 형제들과 조카들을 불러 놓고 말할 때에 성경
에서 부르는 형제들이라는 말로 그들에게 혹시 저희들이 잊어 버릴까 하여
하나님께서 장래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땅으로 다시 돌려 보내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기억나게 하였
다.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자녀들에게 자신도 아버지가 묻힌 가나안 땅
에 묻어 줄 것을 맹세하게 하였다. 그들은 이 약속을 출애굽할 때에 이행
했던 것이다(출13:19; 수24:32).
요셉은 죽으면서 그의 형제들에게 자기가 죽으면 아버지가 자기가 한 것
처럼 가나안 땅에서 장사 지낼 것을 준비하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는 믿기를 미래에 어떤날 모든 백성이 모두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에 자기의 뼈를 가지고 가나안 땅에 묻어 줄 것을
부탁했다. 이러한 믿음을 히브리서의 믿음장 에서 말하고 있다(히11:22).
요셉은 죽었고, 그의 몸은 야곱에게 행한 것 같이 향로를 시신에 넣고 애
굽에서 관에 입관 시켰다. 이렇게 함으로 그의 형제들과 그의 모든 후손들
에게 장래에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나게
해 주는 것이다. 그들의 형제, 그리고 구속자의 죽음으로 미래의 구속의
소망과 약속을 주면서 창세기의 기록이 끝난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종 모세를 새로운 예언자이며, 지도자로 세워서 사역케 하시기 위해
서 출애굽기의 기초 작업과 창세기에서 출애굽기로 이전하는 일이 자연스
럽게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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