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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10 장: 노아의 자손 

• 10 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보여줍니다. 지난 주 교안의 말미에 잠깐 언급했듯이 각 

아들들의 자손이 뻗어 간 지역들이 다른데, 자손들의 이름들을 살펴보면 지역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야벳의 자손은 유럽지역에 살았는데 그 자손의 이름에 스페인, 키프로스 

같은 이름이 보이고, 함의 자손은 북 아프리카와 가나안 지역에 살았는데 그 자손의 이름에 

구스, 이집트, 리비아, 가나안 같은 이름이 있습니다. 셈의 자손의 이름에 앗수르, 아람등의 

이름이 보이는데 이 이름들은 중동 지방의 지역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21 절에서 셈은 

에벨의 모든 자손의 조상이다 라고 하는데 ‘에벨’ 이라는 이름에서 ‘히브리’ 라는 말이 

파생되어 나옵니다.  

• 성경에는 많은 계보들이 등장하는데 이런 계보들을 자세히 읽는 것이 흥미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보에 나오는 이름들을 살펴보면, 역사 가운데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있고,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해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 장: 바벨 탑 

 

 
 
 
 
 
 
 
 
 
 
 

•  
•  
• 11 장 1 절은 세상에 언어가 하나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 장 5 절은 노아의 자손에게서 

지역과 언어와 종족과 부족을 따라 나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기적으로는 10 장의 

어느 한 부분에서 언어가 나뉘었다고 추측이 되는데 10 장 25 절에 벨렉이란 이름이 나오고 

그의 시대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그즈음에 나뉜 것으로 추측됩니다. 

• 바벨탑은 그 자체로는 아주 큰 성취를 보여주지만, 그 목적이 하나님에 있지 않고 사람의 

성취에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스릅니다.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2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시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3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자, 벽돌을 

빚어서, 단단히 구워내자." 사람들은 돌 대신에 벽돌을 쓰고, 흙 대신에 역청을 썼다. 4 그들은 또 

말하였다."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5 주님께서 사람들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6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이제 그들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8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9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세상의 말을 뒤섞으셨다고 하여, 사람들은 그 곳의 이름을 

바벨이라고 한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사람들을 온 땅에 흩으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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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모여서 악한 일들을 할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말을 뒤섞으시고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 11 장의 후반부에 셈 자손의 족보가 나오는데 사람들의 수명이 점차 줄어듭니다. 이러한 

변화를 사람들의 죄와 연관을 시켜 해석을 하면 이해가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 셈의 족보는 12 장부터 시작되는 아브람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을 염두에 두고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아브람의 조상들이 바빌로니아의 우르 지역에서 살았는데 그 

지역은 당시에 무역이 활발한 곳이었습니다.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을 향해 오다가 

하란에서 멈추어 사는데 나중에 아브람이 최종 목적지로 오게 됨을 12 장에서 봅니다.  

창세기 12 장: 하나님이 아브람을 부르시다 
 

 
 
 
 
 
 
 
 

 
 
 

•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분명한 지침과 약속을 주시며 부르시고 아브람은 그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것, 이름을 떨치는 것,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세가지인데 신약까지 이르는 모든 스토리를 종합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아브람은 믿음을 통한 구원의 근원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 세겜의 상수리 나무는 구약을 읽다보면 자주 만나게 되는 나무입니다. 이 지역에 있는 큰 

나무인 것 같고, 아마도 그 나무 아래가 이방신들을 섬기는 장소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아브람은  자신이 정착하는 지역에서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이집트로 내려가는 아브람의 이야기가 이후에 등장합니다. 

이집트는 나일 강의 물을 이용하는 농업이 발달하였기에 기근에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 아브람이 아내 사래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는 장면이 12 절 이후에 나오는데, 20 장 

12 절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래는 아브람의 이복 누이기에 절반은 사실이지만 진실을 이야기 

하지 않은 아브람의 행동이 바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었기에 올바른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는 아브람을 통해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지키고 보호하시기 위함입니다. 

1 주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 주는 땅으로 가거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3 너를 축복하는 사람 

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4 아브람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길을 떠났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는 일흔다섯이었다. 5 아브람은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재산과 거기에서 얻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길을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