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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의 역사가 시작되다 (주일)
오늘의 본문 (창 37:1~4)
(1 절) 야곱은 그의 아버지가 잠시 머물렀던 땅, 가나안 땅에 살았습니다.
(גּורי אָ ִ֑ביו בְּ אֶׁ ֶׁרץ כְּ ָנעַן
ֵּ ) ַויֵּשֶׁ ב ַיע ֲֹ֔קב בְּ אֶׁ ֶׁרץ ְּמ
(2 절) 이것은 야곱의 족보(역사)입니다. ()אֵּ לֶׁה תלְּ דֹות ַיעֲקב
17세가 된 요셉이 그의 형들과 양떼를 치고 있었습니다.
(ֶׁש ֵּרה שָ נָה הָ יָה רעֶׁה אֶׁ ת־אֶׁ חָ יו בַ ֹ֔צאן
ְּ ן־שבַ ע־ע
ְּ ֶׁ)יֹוסֵּ ף ב
그는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וְּ הּוא ַנעַר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אֶׁ ת־בְּ נֵּי בלְּ הָ ה וְּ אֶׁ ת־בְּ נֵּי זלְּ פָה נְּ שֵּ י אָ ִ֑ביו
요셉이 그들의 악한 일들을 그들의 아버지께 전했습니다.
() ַויָבֵּ א יֹוסֵּ ף אֶׁ ת־דבָ תָ ם ָרעָה אֶׁ ל־אֲביהֶׁ ם
(3 절) 이스라엘은 요셉을 그의 모든 아들들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וְּ י ְּש ָראֵּ ל אָ הַ ב אֶׁ ת־יֹוסֵּ ף מכָל־בָ ָֹ֔ניו
왜냐하면 그가 늙은 나이에 요셉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כי־בֶׁ ן־זְּקֻ נים הּוא לִ֑ ֹו
그는 요셉을 위해 채색옷을 만들었습니다. ()וְּ עָשָ ה לֹו כְּ תנֶׁת פַסים
(4 절) 요셉의 형들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의 형제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했습니다.
()וַי ְּראּו אֶׁ חָ יו כי־אתֹו אָ הַ ב אֲביהֶׁ ם מכָל־אֶׁ חָֹ֔ יו וַי ְּשנְּ אּו א ִ֑תֹו
그래서 그들은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וְּ לא יָכְּ לּו דַ בְּ רֹו לְּ שָ ֹל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에서와 야곱은 헤어져 각자의 길을 갔다. 에서의 후손들은 세일 산을 중심으로 족장에서 왕으로 힘을 키우고
세력을 넓혀 나갔다. 반면, 야곱은 아버지 이삭처럼 가나안 땅에 잠시 머무르며 살았다. 성경은 가나안 땅을
‘그의 아버지가 잠시 머물렀던 땅’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알다시피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
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다. 하지만 약
속을 직접 받은 당사자인 아브라함은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 나그네로 잠시 머물렀다 갔을 뿐이다. 아브라
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다. 야곱 또한 그랬다. 잠시 머문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마고르’()מָ גֹור다. 이 말은
그 땅의 소유자나 원주민이 아닌 사람이 그곳을 지나가다 잠시 머물러 있는 상태를 말한다. 약속의 당사자들
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살아 생전에 그 땅에 대한 어떠한 법적 권리도 가지지 못한 채 그 땅에 잠시 머
물렀다 갔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법적인 소유권이
나 주권은 주지 않으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주인이 되기까지 400년이나 더
기다려야 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의 객이 되어 이방을 섬기며 노예의 삶을 살아가야 했다. 그
것이 그들의 운명이다. 이처럼 약속의 땅은 지금 당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
법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이 완전한 이스라엘의 땅이 되기 까지 그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될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예언하셨다.
“13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
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14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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끌고 나오리라 15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 네 자손은 사대만에 이 땅으로
돌아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창 15:13-16).
야곱은 약속의 땅에 살았지만 아직까지는 그 땅의 실질적 주인이 아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그러했
듯이 그도 그곳에서 나그네처럼 살았다. 게다가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 그곳을 떠나야 한다. 그것도 자신의 후
손들이 노예의 삶을 살아야 할 이집트 땅으로 말이다. 성경 저자는 지금 에서의 터전과 야곱의 터전을 대조하
고 있다. 에서는 스스로 살 길을 찾아 세일 땅으로 갔고, 그곳에 터를 잡고 세력을 키워갔다. 하지만 야곱은 아
직 터전이 정해지지 않았다. 그와 그의 아들들은 여전히 가나안 땅에서 나그네일 뿐이다.
야곱이 잠시 머물고 있던 그 땅에서 그의 톨레도트(족보)가 시작된다. 야곱의 톨레도트는 다른 사람들의 톨레
도트와는 전혀 다르다. 응당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이 가장 먼저 언급되어야 하지만 요셉의 이름이 가장 먼저
거론된다. 야곱의 첫 번째 부인인 레아나 그의 아들들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는다. 마치 야곱에게 아들이라고
는 요셉 한 명밖에 없는 것처럼 생각될 정도다. 요셉의 이야기는 그의 나이 열 일곱부터 시작된다. 그는 아버
지의 양을치고 있었다. 그와 함께 양을치던 형들은 빌하와 실바가 낳은 아들들이었다. 레아가 낳은 여섯 아들
은 요셉과 함께 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알다시피 빌하가 낳은 아들은 단과 납달리고, 실바가 낳은 아들은 갓과
아셀이다. 그 당시 베냐민은 아직 양을 치기엔 너무 어려서 그들과 함께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성경은 야곱이 양을 치는 동안 형들이 행한 악한 일들을 아버지께 전했다고 적고 있다. 일종의 고자질을 한 셈
이다. ‘악한 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디바’ ()דבָ ה다. 어떤 사안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 단어가 쓰
인 대표적인 곳이 민수기 13 장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12명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이야기다.
그때 10 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 모세와 백성들에게 부정적으로 보고했는데 그때 이‘디바’라는 단
어가 쓰였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아들이었지만 동시에 형들에게 엄청난 시기를 받고
있었다. 그런 그가 요셉의 형들에 대해 야곱에게 나쁘게 보고했다. 그 형들이 정확히 어떤 일을 행했는지는 알
수 없다. 추정컨대 그들이 행한 악한 일은 요셉과 관련된 것이 아닌가 싶다. 어쩌면 아버지가 요셉을 장자처럼
대우하는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거나 요셉을 시기해서 따돌렸거나 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성경을 읽을 때 섣불리 도덕적인 잣대로 각 사람을 평가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당연히 이 이야기에서도 요셉의 형들이 행한 악행이나 요셉이 한 고자질에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여기
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야곱 가문에서 요셉이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것이다. 한 가정에서 아
버지께 뭔가를 보고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은 바로 장자의 지위를 지닌 자다. 요셉이 비록 열 일곱 살이
고,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아들 중에서 가장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보고자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는 것은 요셉이 이 집안에서 장자의 위치에 있었음을 말해준다. 어찌 보면 형이 아닌 동생이 장자의 지위를 갖
는 것은 야곱 가문의 전통인 듯싶다. 아브라함은 맏이였던 이스마엘 대신 열네 살이나 어린 이삭을 장자로 삼
았다. 야곱도 쌍둥이였던 형 에서를 제치고 장자권을 얻었다. 이미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야곱이었기에 나이 어
린 요셉을 장자로 삼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요셉의 이름이 야곱의 톨레도트에서 가장 첫머리에 기
록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야곱은 요셉이 모든 아들 중 으뜸이 되기를 원했다.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을 입힌
이유도 그 때문이다. 단지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그런 옷을 입힌 게 아니다. 이 모든 것이 서열에 관한 문제다.
야곱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권한을 물려 받은 아들이다. 따라서 형들이 불만이 있어도 요셉 앞에서는
편안하게 말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또 하나 성경 독자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어떤 인물이 성경에서 대단히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해
서 섣불리 그 사람에게 경도되거나, 그의 행동을 미화하는 것도 금물이다.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해서 지
나치게 요셉을 미화하지 말라는 뜻이다. 그가 다른 형제들보다 특별히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생각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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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다른 형제들은 요셉보다 흠이 많았을 거라고 속단해서는 곤란하다. 요셉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
이다. 누구나 아버지가 나이 어린 자식에게 장자권을 부여하면 그보다 나이 많은 형제들은 당연히 질투하고
시기하게 되어 있다. 게다가 한 배에서 난 형제들도 아니지 않은가? 이스마엘도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했다.
그 모습을 본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집에서 영원히 쫓아내도록 만들었다. 에서는 어떤가? 그는 자
기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가로채자 동생을 죽이려고 결심했다.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그리고 야곱이 에
서보다 의롭거나 흠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를 당한 것이 이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
받은 장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
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 15:19).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도덕적이고 선하다고 말할 근거는 없다. 반대로 그들보다 더 많은 죄를
지은 자도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그 점에서 도긴개긴이다. 어쩌면 예수님 당시 종교 지
도자들의 눈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보다 훨씬 못한 존재로 보였을 것이다. 그 이유는 자신들보다 도덕
적이지도 않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힘입어 의인이 되었다고 말하고 다녔기 때
문이다. 더 나아가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들까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스스로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엄청난 미움과 핍박을 받았다. 요셉
도 마찬가지다. 그가 딱히 미움받을 짓을 해서 그런 게 아니다. 아버지가 그를 장자로 대우했다는 그 자체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세상은 당신을 반기지 않을 것이다. 더 나
아가 시기와 질투를 받게 될 것이다. 당신이 도덕적으로 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인이라
는 그 자체만으로도 당신은 세상의 미움을 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세상은 왜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할까요?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불편하게 하는 걸까요? 당신은 그런 태도에 어
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타협하거나 진실을 왜곡한 적은 없습니까? 그리
스도인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세상에서 환란을 당할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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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때문에 더 큰 미움을 받은 요셉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37:5~11 절)
(5 절) 요셉은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 ַו ַיחֲֹלם יֹוסֵּ ף ח ֲֹ֔לֹום ַו ַיגֵּד לְּ אֶׁ ָחִ֑יו
그들은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וַיֹוספּו עֹוד ְּשנא אתֹו
(6 절)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יהִ֑ם
ֶׁ )וַיאמֶׁ ר ֲאל
제가 꾼 이 꿈을 들어보세요. ()ש ְּמעּו־ ָָ֕נא הַ חֲלֹום הַ זֶׁה אֲשֶׁ ר חָ ל ְָּמתי
(7 절)
보세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고 있었습니다.
() וְּ הנֵּה ֲאנַחְּ נּו ְּמאַ לְּ מים ֲאלֻמים בְּ תֹוְך הַ שָ ֹ֔ ֶׁדה
보세요, 제 단은 일어나서 우뚝 서있고, ()וְּ הנֵּה קָ מָ ה ֲאלֻמָ תי וְּ גַם־נ ָצִ֑בָ ה
보세요, 형들의 단들은 제 단을 둘러서서 제 단에게 절을 했습니다.
() וְּ הנֵּה ְּתסֻבֶׁ ינָה ֲאלֻמתֵּ י ֶֹׁ֔כם וַת ְּשתַ ֲחוֶׁין ָ ַל ֲאלֻמָ תי
(8 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אמרּו לֹו אֶׁ חָֹ֔ יו
ְּ )וַי
네가 정말 우리의 왕이 되려는 것이냐? ()הֲמָ ֹלְך ת ְּמֹלְך ָע ֵֹּ֔לינּו
네가 정말 우리를 다스리려는 것이냐? ()אם־מָ שֹול ת ְּמשל ָבִ֑נּו
그들은 요셉의 꿈들과 그의 말들로 인해 요셉을 더욱 미워했습니다.
(ַל־דבָ ָריו
ְּ )וַיֹוספּו עֹוד ְּשנא א ֹ֔תֹו עַל־חֲֹלמתָ יו וְּ ע
(9 절) 요셉은 다시 다른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하며 말했습니다.
() ַו ַיחֲֹלם עֹוד חֲלֹום אַ חֵֹּ֔ ר וַיְּסַ פֵּר אתֹו לְּ אֶׁ ָחִ֑יו וַיאמֶׁ ר
보세요. 제가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הנֵּה חָ ל ְַּמתי חֲלֹום ֹ֔עֹוד
보세요.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이 제게 절을 했습니다.
() וְּ הנֵּה הַ שֶׁ מֶׁ ש וְּ הַ י ֵָּרחַ וְּ אַ חַ ד עָשָ ר כֹוכ ָֹ֔בים מ ְּשתַ חֲוים לי
(10 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וַיְּ סַ פֵּר אֶׁ ל־אָ ביו וְּ אֶׁ ל־אֶׁ חָ יו
요셉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으며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יגְּ עַר־בֹו אָ ֹ֔ביו וַיאמֶׁ ר ֹ֔לֹו
네가 꾼 이 꿈이 무엇이냐? ( ָ)מָ ה הַ חֲלֹום הַ זֶׁה אֲשֶׁ ר חָ לָ ְִּ֑מת
나와 네 엄마, 그리고 네 형들이 정말 네게 엎드려 절하러 와야겠느냐?
() הֲבֹוא נָבֹוא אֲני וְּ א ְּמָך וְּ אַ חֶֹׁ֔ יָך לְּ ה ְּשתַ חֲֹות לְּ ָך אָ ְּרצָ ה
(11 절) 요셉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습니다. ()וַיְּ קַ נְּ אּו־בֹו אֶׁ ָחִ֑יו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이 말들을 간직했습니다. ()וְּ אָ ביו שָ מַ ר אֶׁ ת־הַ דָ בָ ר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요셉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꿈이다. 꿈을 빼놓고는 요셉을 말할 수 없다. 요셉은 꿈을 꾸었을 뿐 아니라 꿈 해
몽에도 능했다. 물론 둘 다 요셉이 비범해서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꿈을 통해 요셉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시려 했기 때문이다. 요셉에게 있어 꿈은 그를 고난으로 몰고가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그를 총리의 자
리에까지 이끄는 기회가 되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직접 꾼 꿈 때문에 형들의 시기를 받았고 결국 이집트로 팔
려갔다. 하지만 후에는 남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써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라갔다.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하는 능력까지 주셨을까? 요셉이 꾼 꿈이 도대체 어떤 유익이 있었을
까? 결과적으로 보면 요셉의 꿈은 그를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인 이집트의 총리에 오르게 했지만 그 때문
에 훗날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노예의 삶을 살게 되는 빌미가 되기도 했다. 그렇기에 요셉의 꿈에서 긍정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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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만 찾으려고 하는 것은 무익하다. 별로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성경을 완전히 잘못 해석하는 우를 범하게 된
다. 물론 하나님은 꿈을 통해 일하시기도 한다. 그렇다고 우리가 꾸는 모든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은 아니다.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었고, 그 꿈을 가족에게 말했다. 그가 꾼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 단들이 요셉의 곡식
단에 절하는 꿈이었다. 요셉은 이 꿈을 형들에게 이야기했다. 그들과 상관있는 꿈이었기 때문이다. 형들은 그
꿈을 장차 요셉이 우두머리가 되어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으로 이해했다. 요셉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해와 달과 열한 개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다. 이 꿈을 꾸고는 요셉은 형들뿐 아니라 아버지
에게도 꿈 이야기를 했다. 이번에는 야곱이 발끈하고 나선다. 꿈 이야기를 들은 야곱은 요셉에게 “네가 꾼 꿈
이 무엇이냐? 나와 네 엄마, 그리고 네 형들이 정말 네게 엎드려 절하러 가겠느냐?”라고 물었다.
우리는 요셉을 매우 현명한 사람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그가 꾼 두 번의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그대로 말
하는 것을 보면 그가 진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인지 갸우뚱하게 된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 요셉처럼
처신한다면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당사자들은 화가 나게 돼 있다. 도대체 요셉은 왜 형과 아버지에게 꿈 얘기를
한 것일까? 그가 그렇게도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과연 이런 실수를 두 번씩이나 반복했을까? 요셉이 아직 어
리고 순진해서 그랬다고 하기에는 뭔가 미흡하다. 그 때문에 하마터면 그는 목숨까지 잃을 뻔했으니 말이다.
이 꿈들은 분명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특별한 꿈이다. 그는 이 꿈으로 인해 온갖 고생을 겪었다. 형들 손에 이
집트로 팔려 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로 살게 된다. 아버지 야곱과 함께 할 때는 장자의 지위에 남 부
러울 것 없이 살았는데 이집트에서는 말이 집사지 히브리인 종에 지나지 않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보디발
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 결국은 죄인이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된다. 그러다 그곳에서 간수장의 눈에 들어 감
옥 일을 도와주게 된다. 만약 그가 그런 꿈을 꾸지 않았다면, 아니 꿈을 꾸었더라도 마음에만 간직한 채 아무
에게도 말하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은 없었을 지도 모른다. 결국 그가 꾼 꿈이 그 삶을 완전히 바꿔 버렸다.
그런데 그 꿈을 꾸게 하신 분은 다름아닌 하나님이다. 그 꿈을 형들과 아버지에게 이야기 하게끔 요셉의 마음
을 움직이신 분도 하나님이다. 요셉이 이로 인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마침내는 엄청난 고통을 겪을 것까지도
다 아셨을 뿐 아니라 오히려 그런 결과를 당신이 유도하신 셈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
루어졌다. 도대체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일로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사서 이집트로 팔려가
게 하신 걸까? 우선은 야곱의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로 옮겨야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나아
가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이집트로 옮겨야 했고 반드
시 노예의 삶을 살게 해야 했다. 지금 요셉은 그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중이다
많은 이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인물들을 보며 그들의 모범적인 삶을 닮고자 애쓴다. 창세기에서만도
많은 인물들이 등장한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이나 이삭, 그리고 야곱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만한 것은 별로 없다. 아이러니하지만 그러한 사실이 참으로 다행이고 위로가 된다. 그들이 우
리와는 다른 모범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이며 출중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면 아마 우리는 지레 절망부터 하
지 않았을까? 그런데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나이 아흔아홉에 나타나셔서 생리
가 끊긴 늙은 아내에게 아들을 주겠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 냉소적으로 웃어 넘긴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게
다가 이삭은 눈이 어두워 아내와 자식이 서로 모의해서 자기를 속이는 것도 제대로 알아채지 못하고 엉뚱한
아들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는 바람에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야곱은 또 어떤가? 거의 사기에 까가운 부당한
방법으로 형의 권리를 가로챈 사람인데도 벌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역시도 자격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떨까? 그도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다. 열 일곱의 나이에 사려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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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행동을 한 것은 어렸을 때의 치기였다고 치자. 그 뒤에 이어지는 그의 삶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 요셉을 강하게 단련시키셨다. 요셉은 그 누구보다 일치감치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삶 속에서
경험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훈련되고 성숙해진 요셉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하시지만 인생 초반에 있었던 그
의 실수를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다. 지레 요셉의 성숙하고 의로운 행위에 매몰되어 요셉 자체를 대단한 인
물로 평가하지 말기를 바란다. 그보다는 그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해야 한다. 그렇
지 않으면 성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저 도덕책이나 위인전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꿈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동생에게 화를 냈다. 그리고 아버지마저 그를 나무랐다. 하지만 야곱은 그를 나무라
면서도 꿈 이야기는 마음에 담아 두었다. 야곱은 이미 인생의 역경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그렇기 때
문에 요셉이 꾼 꿈이 요셉이 지어낸 것이라거나 요셉의 개인적 야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다. 당신에게 요셉은 어떤 사람인가? 본받을 만한 위대한 인물인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선택되어 그
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충실히 자기 역할을 수행한 훈련된 믿음의 사람인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특별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그런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일까요 아니면 스스로가 만들어낸 욕망일까요? 다른 사람들의 평판에 개의치 않고 묵묵
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삶은 전자의 삶과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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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의 인생에 우연히 끼어든 한 사람(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37:12~17)
(12 절) 요셉의 형들이 그들 아버지의 양떼를 치기 위해 세겜으로 갔습니다.
() ַויֵּלְּ כּו אֶׁ ָחִ֑יו ל ְּרעֹות אֶׁ ת־צאן אֲביהֶׁ ם ב ְּשכֶׁם
(13 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 ר י ְּש ָראֵּ ל אֶׁ ל־יֹוסֵּ ף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떼를 치고 있지 않느냐? ()הֲלֹוא אַ חֶׁ יָך רעים ב ְּש ֶֹׁ֔כם
이리 와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낼 것이다. (ֵּיהִ֑ם
ֶׁ )לְּ כָה וְּ אֶׁ ְּש ָלחֲָך ֲאל
요셉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 ר לֹו
제가 여기 있습니다. ()הנֵּני
(14 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 ר לֹו
지금 가서 네 형들이 잘 있는지, 양떼가 잘 있는지 보아라.
(ת־שלֹום הַ ֹ֔צאן
ְּ ֶׁת־שלֹום אַ חֶׁ יָך וְּ א
ְּ ֶׁ)לְֶׁך־נָא ְּראֵּ ה א
그리고 내게 전할 말을 가져와라. () ַוהֲשבֵּ ני דָ ָבִ֑ר
이스라엘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보냈고, 그는 세겜에 갔습니다.
()וַי ְּשלָחֵּ הּו מֵּ עֵּמֶׁ ק חֶׁ בְּ ֹ֔רֹון ַויָבא ְּשכֶׁמָ ה
(15 절) 한 사람이 요셉을 발견하고 보니 그가 들에서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וַי ְּמצָ אֵּ הּו ֹ֔איש וְּ הנֵּה תעֶׁה בַ שָ ֶׁ ִ֑דה
그 사람은 요셉에게 물으며 말했습니다. ()וַי ְּשאָ לֵּהּו הָ איש לֵּאמר
당신은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ה־תבַ קֵּ ש
ְּ ַ)מ
(16 절) 요셉이 말했습니다. ()ו ַָ֕יאמֶׁ ר
저는 제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אֶׁ ת־אַ חַ י אָ נכי ְּמבַ ֵּ ִ֑קש
그들이 어디서 양을 치고 있는지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הַ גידָ ה־נָא ֹ֔לי אֵּ יפה הֵּ ם רעים
(17 절)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וַיאמֶׁ ר הָ איש
그들은 이곳에서 떠났습니다. ()נ ְָּסעּו מ ֶֹׁ֔זה
제가 그들이 “우리가 도단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כי שָ מַ עְּ תי א ְּמ ֹ֔רים נֵּלְּ כָה ד ָ ִ֑תיְּ נָה
요셉은 그의 형들을 뒤쫓아 갔고, 도단에서 그들을 만났습니다.
() ַו ֵּילְֶׁך יֹוסֵּ ף אַ חַ ר אֶׁ חָֹ֔ יו וַי ְּמצָ אֵּ ם בְּ דתָ ן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마도 이 일은 꿈 사건이 있은 직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형들은 멀리 세겜 땅으로 양을 치러 갔다. 요
셉은 그들과 합류하지 않고 집에 남아 있다가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는 형들에
게 가게 된다. 그때 이스라엘은 요셉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렸다. 하나는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안부를
살펴 보라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에게 전할 말을 가지고 오라는 것이다. 한 마디로 형들의 동태를 살피고
보고하라는 말이다. 그 일은 예전부터 요셉이 늘 해왔던 일이다. 앞서 살펴 보았지만 그 일로 인해 형들은 요
셉을 미워했고, 요셉과 말을 섞는 것조차 싫어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아버지 이스라엘은 그 사실을 아는지 모
르는지 계속해서 요셉만 감싸고 돌았고, 오직 요셉의 보고만 신뢰했다. 이런 형편이니 형들이 요셉을 못마땅
해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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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받은 요셉은 헤브론 골짜기를 떠나 세겜 땅으로 갔다. 헤브론에서 세겜까지의 거리는 약 80km정도다.
당시에는 길도 험했을 뿐만 아니라이제 열 일곱 밖에 안 된 야곱에게 200리 길은 꽤나 먼 거리다. 아마도 족히
사흘은 걸리지 않았을까 싶다. 마침내 야곱은 세겜에 도착했다. 그런데 형들과 양떼들은 눈을 씻고 찾아도 보
이질 않았다.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어야 할 초장은 텅 비어 있었다. 요셉은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풀
썩 주저 앉고 싶었을 것이다. 도대체 어디로 가야 형들을 만날 수 있을지 전혀 가늠이 되지 않는 절망적 상황
이었다. 잠시 앉아 정신을 가다듬은 요셉은 들판 여기저기를 돌아다니기 시작했다. 어떻게 해서든 형들을 찾
아야 했기 때문이다.
바로 그 때였다. 한 남자가 요셉에게 다가왔다. 성경은 요셉이 먼저 한 남자를 발견하고 그에게 형들의 행방을
물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 남자가 요셉을 발견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히브리 표현상 이 구절은
한 남자가 방황하는 요셉의 모습을 우연히 본 것이 아니라 그 남자가 요셉을 적극적으로 바라보았다는 의미
다. 계속 요셉을 눈여겨 보고 있다가 마침내 다가와서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고 물었다. 요셉은 양떼를 치는 형
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디서 양을 치고 있는지 말해 달라고 했다. 요셉이 한 말을 잘 살
펴보면 ‘혹시 당신이 알고 있다면’이라는 뜻의 가정이나 조건이 없다. 요셉은 이 남자가 형들에 대해 알고 있
다는 걸 이미 확신한 상태다. 요셉이 한 말을 다시 요약하면 이렇다. “분명 당신은 우리 형들의 행방을 알고 있
을 터이니 나에게 그 행방을 알려주세요.” 그 남자가 요셉에게 말했다. 형들이 이곳을 떠났으며 그들이 ‘우리
가 도단으로 가자’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했다. 빨리 도단으로 가보라는 말이다. 요셉은 그 남자의 이야
기를 듣고 도단으로 달려갔고 마침내 거기서 형들을 만난다.
도대체 요셉과 마주친 이 남자는 누구일까? 그리고 도단은 또 어디인가? 성경을 읽다 보면 마치 우연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이었음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연이란 없다. 그렇
다면 이 남자는 누구인가? 성경 말씀만을 근거로 보자면 이 남자는 형들이 양을 치는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
거나 적어도 그들과 지척의 거리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형들이 말하는 것을 분명히 들을 정도였으니 말이다.
또한 그는 요셉이 올 것까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 마치 요셉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에게 형들이 도단으로 옮
겨간 사실을 전해주는 것처럼 생각될 정도다. 이 정도 되면 이 남자가 어쩌다 우연히 마주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짐작할 수 있다. 유대 전통에 구약을 아람어로 번역한 문서가 있는데 이를 타굼(Targum)이라 한다. 타굼에
서는 이 남자를 가브리엘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요셉에게 나타난 이 남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가 천사인지 사람인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가 요셉의
인생에 일부러 끼어들었다는 점이다. 형들이 도단으로 떠난 일과 그것을 목격하고 요셉에게 그 사실을 알려
준 이 남자의 행동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운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요셉은 도단에서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가게 된다. 도단은 세겜에서 북쪽 방향으로 24킬로를 더 올라가야
한다. 왜 하필이면 도단일까? 어쩌다 보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게 된 것일까? 참고로 도단은 ‘두개의 물울덩이’
라는 뜻인데 심판하다는 의미도 있다. 그곳에서 요셉은 마른 웅덩이에 던져진다. 형들은 요셉이 죽어 마땅하
다고 결론 내렸으나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그를 노예로 팔아 넘기는 것으로 그 동안의 요셉의 만행(?)을 심판
한다. 요셉이 팔린 곳은 세겜이 아니라 도단에서다. 그러나 그가 죽은 후 그의 뼈는 세겜에 묻힌다.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요셉에게 한 남자가 나타났다. 그 남자가 준 정보에 따라 도단으로 간 요셉의 인생은
요셉이 꿈에 보았던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그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면, 아니 그 남자가 요셉에게 다가오
지 않았다면 요셉은 세겜을 헤매다가 결국 집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랬다면 요셉에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계속 채색옷을 입고 아버지가 시키는 일들을 성실히 수행하며 그 집안의 명실상부한 장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우연히 만난 한 남자가 요셉의 인생을 완전히 틀어 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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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도인들의 삶도 그렇다. 그리스도인이란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진지하게 만
난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문제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느냐 하는 점이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
인들을 체포하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그의 인생은 그때부터 완전히 달라졌다. 당신은 어떤가? 당
신의 삶을 새롭게 바꾼 그분을 만났는가? 당신 인생의 어느 시점에, 어디를 헤매다가 그분을 만났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까지 당신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그분을 만난 후에 당신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당신은 당신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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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꿈꾸는 자가 온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37:18~27)
(18 절)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וַי ְּראּו אתֹו מֵּ ָר ִ֑חק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ובְּ טֶׁ ֶׁרם יקְּ ַרב ֲאלֵּיהֶֹׁ֔ ם
그들이 요셉을 죽이기 위해 음모를 꾸몄습니다. ()וַי ְּתנַכְּ לּו אתֹו ַלהֲמיתֹו
(19 절) 그들이 각자 그들의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אמרּו איש אֶׁ ל־אָ ִ֑חיו
ְּ )וַי
보라, 그 꿈의 주인께서 (꿈 꾸는자가) 온다. ()הנֵּה בַ עַל הַ חֲֹלמֹות הַ ָלזֶׁה בָ א
(20 절)
이제 와라. 우리가 그를 죽여서 그를 한 구덩이에 던지자.
() וְּ עַתָ ה לְּ כּו וְּ נַהַ ְּרגֵּהּו וְּ נ ְַּשלכֵּהּו בְּ אַ חַ ד הַ ב ֹ֔רֹות
우리가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라고 말할 것이다. ()וְּ אָ ָ֕ ַמ ְּרנּו חַ יָה ָרעָה ֲאכָלָ ְִּ֑תהּו
우리가 그의 꿈들이 어떻게 되는지 볼 것이다. ()וְּ נ ְּר ָ֕ ֶׁאה מַ ה־יהְּ יּו חֲֹלמתָ יו
(21 절)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해 말했습니다.
(אּובן ַויַצלֵּהּו מי ָ ִָ֑דם ו ַָ֕יאמֶׁ ר
ֵּ ֹ֔ )וַי ְּשמַ ע ְּר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לא ַנכֶׁנּו ָנפֶׁש
(22 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 ר ֲאלֵּהֶׁ ם ְּראּובֵּ ן
너희는 피를 흘리지 말고, ()אַ ל־ת ְּשפְּ כּו־דָ ם
그를 사막에 있는 저 구덩이에 던져라. ()הַ ְּשליכּו אתֹו אֶׁ ל־הַ בֹור הַ זֶׁה אֲשֶׁ ר בַ מ ְּד ֹ֔ ָבר
그러나 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חּו־בֹו
ִ֑ ְּ)וְּ יָד אַ ל־ת ְּשל
그렇게 하여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원하여 아버지께 그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לְּ מַ עַן הַ ציל אתֹו מי ֹ֔ ָָדם ַלהֲשיבֹו אֶׁ ל־אָ ביו
(23 절)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왔을 때 그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옷을 벗겼습니다.
() וַיְּ ָ֕הי ַכאֲשֶׁ ר־בָ א יֹוסֵּ ף אֶׁ ל־אֶׁ ָחִ֑יו ַויַפְּ שיטּו אֶׁ ת־יֹוסֵּ ף אֶׁ ת־כֻתָ נְּ ֹ֔תֹו אֶׁ ת־כְּ תנֶׁת הַ פַסים אֲשֶׁ ר ָעלָיו
(24 절) 그들은 요셉을 잡아서 그를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וַיקָ ֹֻ֔חהּו ַוי ְַּשלכּו אתֹו הַ ִ֑ב ָרה
그 구덩이는 비었고 그 안에는 물도 없었습니다. ()וְּ הַ בֹור ֵּ ֹ֔רק אֵּ ין בֹו מָ י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요셉은 급히 도단으로 달려갔다. 형들의 동태를 살펴 아버지께 보고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요셉의 형들이 먼
저 그들을 향해 오는 요셉을 발견했다. 채색옷을 입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금방 알아볼 수 있었다. 그때 누군가
가 먼저 이렇게 말했다. “우리 이참에 그를 죽여버리는 것이 어때?” 100 킬로나 넘는 헤브론에 있다. 이 정도 거
리면 오가는 중에 어떤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다. 맹수들도 많고 강도들도 있다. 게다가 요셉은 혼자였기에 뜻
하지 않은 변고를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 그러니 요셉을 죽인다 해도 완전 범죄로 위장하기란 별로 어렵
지 않다. 그저 입만 다물고 있으면 된다. 그들은 가까이 오는 요셉을 보며 한통속이 되어 음모를 꾸몄다. 우선
요셉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기로 했다. 그리고는 들짐승이 그를 잡아 먹은 걸로 꾸미기로 했다.
그들은 얼마 전에 요셉이 꾼 꿈이 마음에 걸렸다. 자기들보다 나이도 어린 것이 장자 행색을 하고 다니는 것도
눈엣가시인데 앞으로 요셉에게 절까지 하는 신세가 된다는 건 생각만 해도 분하다. 요셉이 살아 있으면그 꿈
은 현실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요셉이 죽고나면 그 꿈도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요셉을 죽여야 하는 이유는
그것 말고도 많았다. 요셉은 자신들이 받을 아버지의 사랑까지 독차지 하고 있다. 게다가 자기들의 모든 일거
수일투족을 아버지에게 그대로 보고하고 있으니 무엇 하나 맘 편히 말할 수 없었고 늘 요셉의 눈치를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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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그런 그들에게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요셉만 없으면 그들 세상이 된다. 게다가 아버지는 다리가 불
편해 거동조자 어려워 집에만 계셔야 하지 않은가? 그들의 음모는 제법 그럴 듯해 보였다.
그런데 갑자기 맏형 르우벤이 이 음모를 제지하고 나섰다. 사실 음모의 주동자는 제일 맏이인 르우벤이어야
했다. 사실 그가 이 집안의 실질적 장자가 아닌가? 비록 라헬의 몸종이자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동침하여 아
버지 눈밖에 난 신세이긴 하지만 말이다. 그러니 요셉에 대해 질투를 해도 르우벤이 제일 컸을 것이고, 요셉을
죽이자는 말도 르우벤이 먼저 했어야 했다. 그런데 르우벤은 다른 아들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
다. 훗날 아버지 야곱은 르우벤을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고 칭찬했다 (창 49:3). 르우벤은 어떻게
해서든 요셉을 동생들의 손에서 구하고자 했다. 그렇다고 해서 동생들이 요셉으로 인해 겪은 불편한 감정들
을 외면할 생각은 없다. 그는 분노에 찬 동생들의 마음도 달래고 요셉의 생명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냈다. 그가 보니 멀리 사막에 우물 하나가 더 보였다. 그는 요셉을 그 구덩이에 던지자고 제안한다. 르우벤은
그 구덩이가 물이 없는 빈 우물임을 알고 있었다. 르우벤은 나중에 따로 요셉을 구출해서 아버지께 데리고 갈
요량이었다. 도단은 ‘두개의 우물’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다고 앞서 말한 바 있다. 한 개의 우물은 물이 깊어 요
셉이 거기 던져지면 곧바로 죽을 수 밖에 없다. 하지만 다른 우물은 물이 없는 마른 우물이라 요셉이 던져진다
해도 바로 죽지는 않는다. 누군가가 꺼내주지 않는다면 그는 아마도 서서히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이제 요셉을
어디다 던질지 결정만 하면 된다. 다행히도 그들은 맏형 르우벤의 말을 따랐다. 르우벤이 그들에겐 믿고 따르
는 맏형인데다 듣고 보니 그 말이 합리적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음모를 꾸미는 사이에 요셉이 그들에게로 왔다. 요셉은 멀리서부터 형들의 이름을 목청껏 불렀을 것
이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 세겜을 거쳐 도단까지 100킬로가 넘는 길을 달려 왔다. 그 먼 길을 외롭게 달려와 형
들을 보니 얼마나 반가웠을까? 요셉은 반가운 나머지 형들에게로 달려가 포옹을 하려 했다. 바로 그때…형들
은 다짜고짜 요셉에게 달려들어 그가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겼다. 순식간에 벌거벗긴 요셉은 당황할 겨를도
없이 형들에게 둘러싸였고, 그들은 요셉을 번쩍 들어 마른 구덩이 안으로 던져 버렸다. 너무도 순식간에 일어
난 일이라 저항할 할 틈도 없었고 저항한다고 해도 어쩔 도리도 없었다. 그나마 불행중 다행인것은 그 웅덩이
에 물이 없었다는 것이다. 르우벤이 제안한 바로 그 웅덩이였던 것이다.
요셉의 옷이 벗겨진 것은 이번 한 번만이 아니다.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때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을 뿌리치느라 도망할 때도 그랬다. 보디발의 아내는 완강히 거절하는 요셉의
옷자락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요셉은 할 수 없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던지고 도망나왔고 그 때문에 그는
감옥살이를 해야만 했다. 옷을 벗는다는 말은 예나 지금이나 그 사람의 신분이 바뀌는 걸 의미한다. 요셉은 형
들에 의해 장자를 상징하는 채색옷이 벗겨지고, 후에 이집트의 보디발에게 팔려 종의 옷을 입게 된다.
요셉이 당한 일련의 고난을 보면 문득 예수님의 생애가 오버랩된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보좌를 뒤로하고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다. 그리고는 로마 군병들에 의해 옷 벗김 당하고 벌거벗긴 채 십자가에 달리셨다. 지존
하신 주님이 마른 웅덩이보다 더 끔찍한 십자가에 못박히신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벌거벗긴 채 달린 십자
가가 없으면 우리에게 구원은 없다. 마른 웅덩이에 내동댕이 쳐진 요셉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연상되는 것은 나만의 생각일까?

묵상을 위한 질문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엄청난 특권을 내려 놓고 이 땅에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걸까요?
거기다 왜 종의 모습으로 우리를 위해 몸소 십자가에 달리신 걸까요? 그게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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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면피같은 요셉의 형들 (목요일)
오늘의 본문(창 37:25)
(25 절) 그들은 음식을 먹기 위해 앉았습니다. () ַוי ְֵּּשבּו ֶׁל ֱאכָל־לֶׁחֶׁ ם
그들이 눈을 들어 보니 이스마엘 사람들 한 무리가 길르앗에서 오고 있었습니다.
(ֵּאלים בָ אָ ה מגלְּ עָ ִ֑ד
ֹ֔ )וַי ְּשאּו עֵּינֵּיהֶׁ ם וַי ְּר ֹ֔אּו וְּ הנֵּה א ְּרחַ ת י ְּש ְּמע
향품과 유향과 몰약을 이집트로 가지고 내려가기 위해 실은 낙타들과 함께,
() ּוגְּ מַ לֵּיהֶׁ ם נ ְּשאים נְּ כאת ּוצְּ רי ו ָֹֹ֔לט הֹולְּ כים לְּ הֹוריד מצְּ ָריְּ מָ 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동생 요셉의 옷을 벗기고 벌거숭이로 만들어 마른 웅덩이에 처박은 요셉의 형들은 점심을 먹기 위해 자리에
앉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동생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해 놓고도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다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그들에게는 요셉이 당한 일이 사필귀정이라 여겼을 것이다. 앓던 이가 빠진 것마냥 시원해 했을지도 모
른다. 신구약 중간기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진 유대인의 성서 주해집 미드라쉬에서는 이 장면을 후에 나오는
다른 장면과 대조해서 설명하고 있다. 지금 마른 구덩이에 처박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쫄쫄 굶고 있는 요셉
과 이를 보며 천연스레 음식을 먹는 형들의 모습을 그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곡식을 나눠주는 요셉과 흉
년으로 인해 곡실을 구걸하는 형들의 모습과 대조하고 있는 것이다. 서로 뒤바뀐 모습을 대조하여 설명하는
게 지나치게 교훈적이라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형들의 모습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질투심
에 눈멀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조차 없는 상태다. 훗날 요셉은 자기를 이토록 가혹하게 다루었던 형
들이 기근으로 인해 이집트 총리로 있는 자신을 찾아 왔을 때 그들과는 정반대로 매우 후한 대접을 한다. 창세
기 43장의 기록과 지금 점심을 먹고 있는 형들의 모습을 서로 대조해 보는 것도 흥미로우리라 생각된다.
“그들이 요셉의 앞에 앉되 그 장유의 차서대로 앉히운 바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식
물로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오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창 43:33-34).
필자는 이 두 장면을 통해 요셉의 인격을 추켜 세우거나 형들의 인격을 깎아 내릴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이러한 성경의 문학적 장치는 대단히 의도적이기 때문에 대충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성경의 모든
기록 하나하나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장면을 통해 ‘원수를 사랑하
라’거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이 생각나도 좋다.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마른 구
덩이에 요셉을 던져 놓은 채 천연덕스럽게 음식을 먹는 이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를 생각해 보
기 바란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직전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나누었다.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은 대제사장들
이 보낸 로마 병사들에게 잡혀 모진 고문을 당하고 끝내는 십자가 형을 받고 숨을 거두게 된다. 하지만 아무
것도 모르는 제자들은 여느때처럼 예수님과 즐거운 만찬을 나누며 끝까지 예수님만 따르겠다고 맹세한다.
하지만 막상 그분이 잡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기에 급급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
신 예수님이 찾아 오신다. 그리고 그들에게 생명의 양식인 자기 자신을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히 살 수 있
는 길을 열어 주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중에 요셉은 기근으로 죽어가는 자기 가족들을 살리게 된다. 그 중에는 자신을 벌거 벗기고 웅덩이에 던진
채 허기진 배를 채우던 그의 형들도 포함된다. 예수님은 우리 죄로 인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은 우리가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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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아니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었다는 말이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만든 것이
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것이 복음이다. 복음은 무고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그 앞에서 천연스럽게 음식을 나눠먹는 양아치같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다. 이 말이 귀
에 거슬리는가?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이런 말조차도 사치라 여길 것이다.
막 점심 식사를 하려는 순간 한 무리의 일행이 그들 눈에 들어왔다. 성경은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며 길르
앗에서 오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들은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낙타에 싣고 이집트로 가는 길이었다. 길
르앗은 요단강 동편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이 이집트로 가기 위해 굳이 도단을 거쳐야 할 필요는 전혀 없다.
당시 이집트로 내려가는 지름길은 요단강 동쪽편을 따라 세일로 이어지는 왕의 대로였다. 그길이 이집트로
향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길을 택했다. 대안으로 택할 수 있는 길은 길르
앗에서 요단강을 건너 세겜을 거쳐 내려 오는 길이다. 그런데도 그들은 왜 굳이 도단까지 올라왔을까?
어떤 연유에서인지는 모르나 그들을 도단으로 인도한 것은 하나님이셨다. 그들이 길르앗에서 온 것도 의미
가 있다. 동쪽에서 왔다고 하면 될 것을 굳이 길르앗이라 말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길르앗은 ‘증거의 무덤’이
라는 뜻이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과 언약을 맺고 돌무더기를 쌓아 증거로 삼은 곳이다. 모든 약속과 심판에는
증인이 필요하다. 그들이 길르앗에서 왔다는 것은 그들이 단지 상인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해 증인이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그들은 요셉이 벌거벗겨진 채 구덩이 속에 던져진 것을 보았고, 형들의 손에 요셉의 채색옷
이 들려있는 것도 보았다. 요셉의 형들이 임의대로 판단하여 요셉을 처결했지만 진짜 재판은 하나님이 하신
다. 이 일은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길르앗에서 온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증인인 셈이다.
이렇게 해서 요셉에 대한 모든 판결은 끝났다. 그는 형들에게는 눈엣가시와 같은 존재였다. 사실상 막내나 다
름없는 그가 장자 노릇을 한데다 몽상가처럼 꿈까지 들먹대며 심사를 더 뒤틀리게 했다. 예수님도 그랬다. 분
명 나사렛 요셉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인들을 향해 위선자라고 하며, 심지어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폄하하기까지 했다. 그뿐인가? 당시에
부정한 이들이라 여겨 꺼리던 문둥병자, 세리, 죄인들과 어울리며 자신들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율법을 무
력화 시켰다. 그들의 눈에 예수는 죽어 마땅한 존재였다. 그래야 그들이 옳음이 입증되니 말이다. 예수는 끝내
그들에게 모함받아 십자가에 달린다. 그때 이방인이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그의 죽음의 증인이 되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은 제각각이다. 어떤 이들은 예수를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성인의 한
사람으로 본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선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걸 입증하려 한다. 또 어떤 이들
은 당시의 기득권 세력인 종교 권력에 정면으로 맞선 혁명가로 보기도 한다. 그들은 특별히 신앙인이라면 더
더욱 사회적 불의에 맞서 싸워야 하며 그런 불합리한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척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
다. 유대교인들처럼 어떤 이들은 예수를 율법을 무너뜨려 사회 혼란을 야기한 율법폐기론자로 폄하하기도
한다. 예수님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들이 증거하는 것은 서로 다르다. 초대 교회에서도 그랬다.
유대인들은 예수가 정치적으로 그들을 구할 메시야라는 증거를 찾았고, 헬라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서 지
혜를 구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를 전했다. 당신은 예수님을 누구로 생각하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당신은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이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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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37:26~28)
(26 절) 유다가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 ר יְּ הּודָ ה אֶׁ ל־אֶׁ ָחִ֑יו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 ()מַ ה־בֶׁ צַ ע
우리가 우리의 형제를 죽이고, ()כי ַנהֲרג אֶׁ ת־אָ ֹ֔חינּו
우리가 그의 피를 덮는다면, ()וְּ כסינּו אֶׁ ת־דָ מֹו
(27 절)
자,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 ()לְּ כּו וְּ נ ְּמכְּ ֶׁרנּו לַי ְּש ְּמעֵּאלים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י־בֹו
ֹ֔ ל־תה
ְּ ַ)וְּ יָדֵּ נּו א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 혈육이다. ()כי־אָ חינּו בְּ שָ ֵּרנּו ִ֑הּוא
유다의 형제들이 (유다의 말을) 들었습니다. ()וַי ְּש ְּמעּו אֶׁ חָ יו
(28 절) 그 무렵,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 ַו ַיעַבְּ רּו ֲאנָשים מ ְּדיָנים סחֲרים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서 끌어 올렸습니다. ()וַי ְּמ ְּשכּו ַו ַיעֲלּו אֶׁ ת־יֹוסֵּ ף מן־הַ בֹ֔ ֹור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팔았습니다.
(ֶׁשרים כָ ִ֑סֶׁ ף
ְּ )וַי ְּמכְּ רּו אֶׁ ת־יֹוסֵּ ף לַי ְּש ְּמעֵּאלים בְּ ע
그 상인들은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갔습니다. () ַויָביאּו אֶׁ ת־יֹוסֵּ ף מצְּ ָריְּ מָ 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점심 식사를 하려다가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는 것을 본 유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어 놓았다. 요셉을 죽
이지 말고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자는 것이다. 요셉이 아무리 밉다해도 그들에겐 혈육이다. 그런 요셉을 죽
인다 한들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러니 차라리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면 더는 볼 일도 없고
사실상 죽은 거나 다름 없으니 굳이 손에 피를 묻힐 필요는 없지 않느냐는 게 유다의 제안이다. 그런데 왜 갑
자기 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유다가 요셉을 특별히 생각해서 그런 것은 아닐텐데 말이다. 유다는
요셉을 팔아 은 20 개라도 챙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다. 유다는 “우리에게 무슨 이득이 있겠는가?”라는 말을
했는데 여기서 이득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자’()ֶּׁבֶׁ צַ ע다. 이 단어는 부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탐욕으
로 인해 부정직한 방법으로 취한 이득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다. 참고로 잠언에서는 이 단어를 이렇게 사용했
다.
“이(베자, )בֶׁ צַ ע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잠 15:27).
결국 유다는 동생을 죽이는 것이 자기들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고 오히려 그를 팔아 넘기는 것이 조금이나마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한 것이다. 물론 부당한 이득을 탐하는 그들의 탐욕으로 인해 요셉은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게 된다. 선으로 악을 이긴 것이 아니라 악으로 더 큰 악을 막은 셈이다. 성경에는 이런 불합리
한 이야기가 심심찮게 등장한다. 인간들의 탐욕과 악이 뜻하지 않게 선한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게다가 하
나님도 심판하실 때 악으로 악을 처단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하나님이 악을 이용해서 악을 심판한 예는 남유다가 멸망할 무렵 기록된 하박국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하박
국이 선지자로 있을 무렵 남유다의 죄악은 극에 달했다. 우상숭배는 물론이고 참선지자들의 목소리는 거짓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묻혀 버렸다. 하박국은 그런 불의한 현실이 너무도 안타까웠다. 게다가 그런 패악한 현
실을 수수방관하시는 하나님이 한없이 원망스러웠다. 그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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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3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
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4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
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합 1:2-4).
하박국의 이런 원망 섞인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응답하셨다.
“6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 아닌 거할 곳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7 그들은 두렵고 무서우며 심판과 위령이 자기로 말미암으며 8 그 말은 표범보다 빠르고 저
녁 이리보다 사나우며 그 기병은 원방에서부터 빨리 달려오는 기병이라 마치 식물을 움키려하는 독수리의 날
음과 같으니라 9 그들은 다 강포를 행하러 오는데 앞을 향하여 나아가며 사람을 사로잡아 모으기를 모래 같이
많이 할 것이요 10 열왕을 멸시하며 방백을 치소하며 모든 견고한 성을 비웃고 흉벽을 쌓아 그것을 취할 것이라
11
그들은 그 힘으로 자기 신을 삼는 자라 이에 바람 같이 급히 몰아 지나치게 행하여 득죄하리라” (합 1:6-11).
하나님은 남유다의 패악을 심판하기 위해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왕을 준비하셨다. 악을 심판하기 위해 더
큰 악을 동원하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이 바벨론을 이용해 유다를 멸망시킨 이유는 이 땅에서 유다를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돌아와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뜻은 요셉이 이집트로 가는 것이다. 단지 이스라엘에게 딸린 70명의 식구들을 기근에서 구하기 위
해서가 이 아니다.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들이 이집트에서 노예가 되어 400 년 동안 고된 노예의 삶을 살다
가 하나님의 손길로 구원받음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셉이 먼저 이집트로 가서 그 길을
예비해야 하고 그 손으로 모든 가족들을 이집트로 불러들여야 한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인류 구속이라는
거대한 계획을 착실히 수행해 가고 계신 것이다. 하지만 그 와중에 형들이 요셉을 팔아 이득을 챙기는 것은 분
명 악이다. 요셉을 종으로 팔아넘기는 행위도 역시나 악이다. 그들은 탐욕을 앞세워 악을 저지르고 있지만 하
나님은 그들의 탐욕을 이용해서 구원을 가르치기 위한 거대한 작업을 하고 계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
이다. 인간의 눈에는 악이고 불합리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구원의 메시지를 만들고 계신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실로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도구였음도
인정한다. 하지만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의로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이 어떻게 선일 수 있는가? 그
런 모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하지만 그런 의문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 어쩌면 우리도 유다처럼 눈에 보이는 탐욕 때문에 예수를 판 자인지도 모른다. 우리에게 탐욕이
없었다면 왜 예수님이 죽었겠는가? 아니 더 엄밀히 말해서 우리가 아닌 나 하나의 탐욕으로 인해 죽으신 것이
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함부로 욕하지 말라. 그리고 우리라는 복수의 불특정 그룹 속에 숨지도 말라.
구원은 나와 하나님이 십자가를 사이에 두고 단 둘이 만나는 사건이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팔지 않았다면 나
에게 구원은 없다. 당신은 감히 요셉을 팔아 넘긴 유다가 아니라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까? 그분이 주는 징정한 구원의 기쁨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분을 통해 자신
의 은밀한 탐욕을 이루어 가고 싶어서입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당신은 그 일에 무죄하다 말할 수 있나요? 그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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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이 슬픔에 잠기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37:29~36)
(29 절) 르우벤이 그 구덩이로 돌아와서 보았더니 그 구덩이 안에 요셉이 없었습니다.
() ַויָשָ ב ְּראּובֵּ ן אֶׁ ל־הַ ֹ֔בֹור וְּ הנֵּה אֵּ ין־יֹוסֵּ ף בַ ִ֑בֹור
그는 그의 옷을 찢었습니다. ()וַיקְּ ַרע אֶׁ ת־בְּ גָדָ יו
(30 절)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말했습니다. (אמר
ִ֑ ַ ) ַויָשָ ב אֶׁ ל־אֶׁ חָ יו וַי
그 아이가 없다! ()הַ ֶׁילֶׁד אֵּ י ֶֹׁ֔ננּו
이제 나는 어디로 가야하는가? () ַואֲני אָ נָה אֲני־בָ א
(31 절) 그들은 요셉의 옷을 가져왔고, 숫염소를 죽였습니다.(יֹוסף וַי ְּשחֲטּו ְּשעיר ע ֹ֔זים
ִ֑ ֵּ )וַיקְּ חּו אֶׁ ת־כְּ תנֶׁת
그들은 그 옷을 그 피로 적셨습니다. ()וַי ְּטבְּ לּו אֶׁ ת־הַ כֻתנֶׁת בַ דָ 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 이집트로 갔다. 유다의 제안으로 요셉을 팔 당시에 르우벤은 잠깐 자리를 비
웠던 모양이다. 르우벤이 동생을 죽이지 말고 마른 구덩이에 던지자고 먼저 제안을 했고, 동생들은 그의 제안
에 순순히 따르는 듯했다. 그래서 르우벤은 안심을 하고 잠시 볼 일이 있어 자리를 뜬 것 같다. 하지만 그가 다
시 돌아와 웅덩이를 확인해 보니 그곳에 있어야 할 요셉이 없어졌다. 비어 있는 우물을 발견한 순간 르우벤은
요셉에게 변고가 생겼음을 직감했고 자기 옷을 찢었다. 옷을 찢는 행위는 죽음이나 감당할 수 없는 끔찍한 재
앙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하는 행동이다. 단순히 르우벤이 감정적으로 격해져서 그런게 아니다. 맨 정신으
로는 그런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옷을 찢었다.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패해 엘리의 두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을 때 그 소식을 전한 베냐민 사람은 옷을 찢고 머리에 티
끌을 뒤집어썼다(삼상 4:12). 욥도 거듭되는 재앙으로 경황이 없던 차에 큰 바람이 불어 잔치 중이던 아들 집을
덮쳐 그 자식들이 몰살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때 욥은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
(욥 1:20참조). 야곱도 요셉이 변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의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애도했다.
이런 르우벤에게 동생들이 요셉을 어떻게 했는지 사실대로 말해 주었다는 기록은 없다. 훗날 기근으로 인해
식량을 사러 이집트에 갔을 때 르우벤이 한 말을 보면 그는 끝까지 요셉이 팔려간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닌가 싶
다. 식량을 구하러 온 열 명의 형들을 알아 본 요셉은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려 오기 위해 계략을 꾸미고 그들
을 정탐꾼으로 몰았다. 사흘을 감옥에 가둔 후 풀어 주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다. 문제의 심각성을 깨
닫게 된 형제들이 요셉의 일을 기억하고 “우리가 아우의 일로 인하여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창 42:21) 라고 후회했
다. 그 때 르우벤이 동생들을 향해 “내가 너희더러 그 아이에게 득죄하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내게 되었도다” (창 42:22)라고 말했다. 이로 미루어 르우
벤은 끝까지 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죽인 줄로 생각했던 것 같다.
르우벤은 요셉을 동생들이 죽인 것으로 생각했지만 그 사실을 아버지께 그대로 말하는 건 아니라고 여겼다.
차라리 요셉이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고 말하는 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 훨씬 낫다고 생각했다. 르우벤과 나머
지 아홉 명의 형제들은 염소를 잡아 요셉의 채색옷에 피를 적셨다.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다.
이 사건으로 인해 르우벤은 오랫동안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렸던 게 분명하다. 맏형으로서 동생을 지키지 못
했다는 죄책감은 그를 심하게 짓눌렀을 것이다. 후에 이집트에 식량을 구하러 갔다가 정탐꾼으로 몰려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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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므온이 이집트에 볼로로 잡혔다. 설상가상으로 가지고 온 식량 자루을 열어보니 자루에서 뭉칫돈이 나왔
다. 간첩 혐의에다 도둑 혐의까지 추가될 판이었다. 그래도 시므온을 구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베냐민을 데리
고 이집트로 가야 한다. 르우벤은 이 모든 것이 자기 책임이라 생각했다. 베냐민을 보내지 못하겠다고 버티는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르우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나의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
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창 42:37).
르우벤은 베냐민의 목숨을 지키지 위해 자신의 아들 목숨을 내걸었다. 그것도 하나가 아닌 둘씩이나! 이는 요
셉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본인에게 있음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르우벤은 자신이 책임지고 이 모든 문제를 해
결하려 했다. 이러한 그의 태도에서 우리는 죄책감과 책임감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나님은 모든 인
간들의 죄 문제를 장자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책임지웠다. 예수님은 홀로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예수님은 죽음으로써 자기의 책임을 다 하셨고, 끝내 율법의 모든 요구를 완성하셨다. 르우벤은 요
셉의 실종 사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죽은 요셉을 되살려 낼 능력도 없다. 그런데도 자
신이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려 했다. 오늘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분명 ‘지저스 컴플렉스’에 걸린 사람
일 것이다. 그는 요셉 사건 이후 하루도 맘 편할 날이 없었던 모양이다.
원래 죄책감이라는 것이 그렇다. 죄책감은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죄책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대
개가 율법적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뭔가 스스로 행하지 않으면 안심이 되지 않는다. 행
위를 통해 율법의 열매를 맺으려 애를 쓴다. 율법적인 사람들은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남들에게도 가혹하다.
늘 율법의 잣대로 남들을 평가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결과에 쉽게 만족하지 못한다. 그것이 죄책감을 스
스로의 힘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의 특성이다. 반대로 남들보다 자신이 율법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면
쉽게 교만해지는 것 또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다. 기독교인이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없다고
스스로 파산 선언을 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가 그 빚을 대신 갚아준 덕택에 파산자가 아니라 정
상인으로 살 수 있게 된 자들이다. 빚을 갚을 능력이 없어 파산을 했는데 파산자가 아닌 정상인으로 살아가는
모순된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죄책감이란 감당할 능력도 없는 사람이 파산 선언조차 하지 못하는
불안한 상태에서 비롯되는 감정이다. 파산 선언이 없으면 은혜도 없다. 그리고 은혜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 자
유가 없는 그리스도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당신이 책임질 게 아직 남아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렇
다면 당신은 아직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일지도 모른다.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생각하는 르우
벤처럼…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
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을 실제로 경험하고 있나요? 그것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나요?
당신이 경험한 자유가 어떤 것인지 다른 이들에게 얘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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