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 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 하셨나이까”
(창 2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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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은 약속된 씨가 이삭에게서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창 17:19).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 누구에게 이
약속이 이루어 졌을까요?
에서는 세속적인 사람이었습니다(히 12:16). 그에 반해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올바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좋은)
목적이라도 (나쁜) 방법으로 얻을 수 없었으며 야곱은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축복을 빼앗은 야곱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 (1)
속임수에 넘어간 야곱
야곱을 축복하신 하나님 (2)
축복이 된 야곱

에서와 야곱은 같은 날 태어났지만 성격이 달랐습니다. 에서는 활동적인
사냥꾼이었고 야곱은 침착한 목자였습니다 (창 25:27).

에서는 눈 앞의 것들만 생각했지만 야곱은 눈에 보이는
그 너머의 것들을 생각했습니다. 야곱은 첫째 아들만
받는 특권들과 축복 (즉, 약속된 씨와 연결됨)을
갈망했습니다.
형 에서가 첫아들의 특권들을 무시했을
때 동생 야곱은 첫아들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창 25:29-34).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지만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습니다(창 27:1-27).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창 28:12-13)

동생 야곱에게 속은 에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동생을 죽여
버리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 27:41). 리브가는 이삭을 설득해서
야곱을 멀리 보내어 친척 중에서 아내를 찾도록 했습니다 (창 27:4228:5).
하나님은 야곱이 가는 길을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꿈에서 하늘에 닿은 큰 사닥다리 꼭대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창 28:11-15, 11:4). 야곱은 자기
힘으로 축복을 받으려 했지만 하나님만이 은혜로 그
축복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축복을 받은 야곱은 두
가지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 를 하나님께
약속했습니다. 꿈을 꾼 장소를 하나님의 집으로 만드는
것과 자기가 얻는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었습니다(창 28:22).

“어머니로부터 첫 아들의 특권은 자기가 받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그 특권을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말 할 수
없을 (못 참을) 정도로 강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는
것은 그의 목표가 아니었고 첫 아들에게 약속된 영적 선물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의로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과 친하게
대화하고, 가족들을 위한 죄 용서의 희생제물을 드리고, 선택된
백성과 약속된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거룩한 축복 중 하나인
영원한 재산을 물려 받는 것이야 말로 그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는 생각에 야곱의 마음은 불타 올랐습니다.”
엘렌 화잇 (부조와 선지자, 16장, 178)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잘못하고 믿지 않는 종에게도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필요한
것은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자상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야곱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준비하신 것을
보고 그의 마음은 감사로 가득 찼습니다..”

엘렌 화잇. (부조와 선지자, 17장, 183)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됨이니이까?” (창 29:25)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도 한 바위가 중요한 기념비가
되었고 (창 28:18) 그가 목적지에 왔을 때도 바위가
기념비처럼 나옵니다 (창 29:10).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게 되었고 (창 29:18) 빈
털터리였지만 라반에게 그의 딸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일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라반은 자기 사위를 속이고 라헬 대신
(언니) 레아를 아내로 주었습니다 (창 29:20-23).

다음날 아침, 야곱은 자기가 속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탈리온 법,”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경험했습니다 (출 21:24). 이제 그는
자기 죄와 자기가 속인 아버지와 형의 기분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열 한 명의 아들들이
태어났고 열 두 번째인 베냐민은 나중에 태어났습니다.

잇사갈: “상금”
스불론: “집, 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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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바의 아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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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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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아셔:
“행복”

라헬의 아들들

그의 자녀들의 이름은 레아와 라헬이 느낀 그때의 감정을 잘 말해줍니다. 이
두 자매들의 질투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창 29:31-30:24).
요셉:
“데려가다”
“하나님이
주심,
더하심＂
벤자민:
“오른손의
아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떼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창 30:30)

야곱은 라반과 그의 가족에게
축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
재물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과
가족을 위해 일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라반은 다시 사위를 속이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창
31:7). 하나님은 꿈을 통해서 야곱이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유전 법칙을
사용하여 라반의 속임수를 피하라고
하셨습니다 (창 31:9-13).
야곱은 말 싸움을 하거나 저항하지 않았고 스스로 해결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는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갔습니다 (창 31:3).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아끼셔서 큰 책임을
맡기신 사람들도 어쩌다가 유혹에 넘어가고
죄를 짖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도 열심히 싸우지만 자주 흔들리고
실수하게 됩니다. 그들의 삶 속의 모든
어리석음과 결점들이 우리 앞에 공개 된
것은 우리를 위한 격려와 경고입니다..”
엘렌 화잇. (부조와 선지자, 21장, 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