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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의 얼굴에 감춰진 야곱 들춰내기! 

다윗보다 세속적이고 삼손보다 거룩한 야곱, 영적인 듯하면서도 육적인 사람, 순수한 듯하면서도 그렇지 않

은 야곱. 그렇게 이중적이어서 더 나와 닮은 그, 야곱.

속이는 사람 야곱, 그런 그가 대표적인 성경인물로 등장하고 창세기에서도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며 하나님

께 복을 받고 그의 이름을 딴 민족이 세워졌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성경이라면 온통 예수님 같은 사

람들만 나와야 하지 않을까? 그러나 달리 생각해 보면 그런 야곱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까

이 누릴 수 있다. 우리 모두 야곱과 같은 사람이기에…….

극적인 반전이나 찬란한 성공 같은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야곱이 고백한 대로 그의 삶은 험악한 세월로 얼

룩져 있다. 고단하고 궂은 세월, 그러나 그 시간이 의미 있는 이유는 그 삶에 분명하게 새겨진 하나님의 

개입하심 때문이다.

야곱은 나고, 나는 야곱이다!

이 책은 야곱과, 야곱을 둘러싸고 일어난 사건에서 볼 수 있는 이중성, 현대인 역시 삶에서 부딪치게 되는 

이중성을 탐색한다. 이중적인 야곱, 그런 그마저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대립되는 이중적인 갈등 

상황에서 점점 긍정적인 면모로 성장하다가 다시 후퇴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다시금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의 인생 여정은 우리에게 희망을 심어준다. 흔히 이야기하는 축복의 사람 야곱이 아닌, 너무도 인간적인 

면모를 지닌 야곱을 적나라하게 이야기하여 지금 우리 내면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도록 이끌어준다. 

“하나님은 야곱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요 소망이다. 그런 야곱의 성장과 변모는 

도전이요, 고발이다. 야곱의 이중적 모습, 영과 육이 교묘하게 혼합된 모습이 갈수록 정제되는 것을 본다. 

그는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다. 하나님을 온전히 닮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얼굴을 

닮아가고 있다.” _본문 중에서

“거룩한 척하지만 속물적인 야곱의 이중성, 은혜와 축복을 사모하면서도 세상적인 것에도 마음을 두는 양

다리의 대가, 여차하면 어떤 수단도 가리지 않는 모습, 질기게도 안 변하는 성격, 그래서 험악한 세월을 살

아야 하는 야곱은 오늘 현대인의 전형과 비슷하다. 야곱은 나고, 나는 야곱이다.” _본문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