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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발의 종이 된 요셉(주일)
오늘의 본문 (창 39:1~2)
(1 절) 요셉은 이집트로 끌려 갔습니다. (הּורד ִמצְ ָ ָ֑ריְ מָ ה
ַ )וְ יֹוסֵ ף
바로의 신하,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이 요셉을 샀습니다.
(ּפֹוטיפַר ְס ִריס ּפ ְַרעֹ ה שַ ר הַ טַ בָ חִ ים ִאיׁש ִמצְ ִ ִ֔רי
ִ )וַיִ קְ נֵהּו
요셉을 이집트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הֹורדֻהּו ׁשָ מָ ה
ִ ) ִמיַד הַ יִ ְׁש ְמעֵאלִִ֔ ים אֲׁשֶׁ ר
(2 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었고, 요셉은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 ַת־יֹוסף וַיְ הִ י ִאיׁש מַ צְ ִ ָ֑ליח
ֵ ִ֔
ֶׁ)וַיְ הִ י יְ הוָה א
그는 그의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었습니다. ()וַיְ ִ֕ ִהי בְ בֵ ית אֲדֹ נָיו הַ ִמצְ ִרי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성경은 다시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간 요셉에게 초점을 맞춘다. 사실 유다의 이야기는 야곱의 톨레
도트에 액자처럼 삽입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요셉의 형들로부터 요셉을 은 20 개에 넘겨받은 이스
마엘 상인은 그길로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고, 그들에게서 요셉을 산 사람은 보디발이었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 이집트 왕실의 경호를 총괄하는 직책을 가진 사람이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고 그가 성공한 사람이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도대체 여호와
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건 무슨 뜻일까? 아마도 어떤 독자들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말에 전율을 느끼기도 할 것이다. 성공이니 형통이니 하는 말은 누구에게나 매력적으로 들린다. 어떤
때는 그 말이 사람들을 흥분시켜 합리적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다. 성경은 요셉에 관해 유독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런 단어들을 무작정 세상적 관점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단어가 지닌 진정한 의미를 깊이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언제부터 그와 함께 하셨던 걸까?
요셉은 일찌기 어머니를 잃고 유모와 계모의 손에서 자라났다.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산고로 인해 라
헬이 죽었기 때문이다. 형들은 모두가 친어머니들과 함께 있는데 요셉은 늘 외톨이 신세였다. 그렇게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삶인가? 게다가 도단에서 양을 치는 형
들을 보고 반갑게 달려간 요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형들이 다짜고짜 요셉에게 달려들어 그의
채색옷을 벗기고 그를 웅덩이에 집어던졌다. 아버지가 정성스럽게 만들어 준 채색옷이 속절없이 찢
겨 나가고 목숨까지 위태로운 상황에서 웅덩이 속에서 외로이 죽음의 공포와 싸우는 동안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계신 걸까? 그나마 다행히도 이집트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겨
우 목숨은 부지했지만 대신 그는 영영 사랑하는 아버지와 이별해야 했다.
이집트에서 요셉은 노예가 되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갔다. 성경이 아무리 요셉을 형통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이라 해도 그는 단지 이집트에서 경호대장 보디발의 종일 뿐이다. 그가 다른 종들과는 달
리 매우 충직하고 지혜로워서 주인의 신임을 받는 종이 되었다고 해서 그게 과연 성공한 삶이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삶이 한 집안의 장자로서 아버지와 함께 고향에서 편안히 살아가는 것보다 더 성
공한 삶이라 말할 수 있을까? 여기서 한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 보기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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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 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 84:10).
무엇이 형통이고 무엇이 고통이며 무엇이 성공이고 무엇이 실패인가? 지금까지의 요셉의 삶을 보면
그는 분명 고통 가운데 있고 실패한 인생이다. 형제들에게 따돌림 당해 말도 통하지 않는 낯선 곳으로
팔려와 종 노릇이나 하는 신세이니 말이다. 앞으로 그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 지는 전혀 알 수 없다.
하지만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요셉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억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그가 형통하고 성공한 자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쓰임
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대한 역사는 단지 이스라엘과 그의 가족 칠십 명이 굶주
림에서 벗어나 이집트에서 후한 대접을 받고 살게 되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 반대다. 그들
을 모두 이집트로 불러들임으로써 결국에는 그 후손 모두가 이집트의 종살이를 하게 된다. 그것도 400
년 동안이나 모진 고난을 겪는다. 요셉은 지금 그 일을 위한 첨병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 후
에 이어지는 역사를 안다면 그 누구도 섣불리 요셉처럼 성공한 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지 못할 것이다.
요셉은 자기가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어떻게 쓰임 받고 있는지도 모른 채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이다.
요셉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잘 되고 성공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 성공은 요셉 개인을 위한 성공이 아
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한 성공이기 때문이다. 세상에서의 성공이란 대개 남보다 부유
해지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며,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삶을 말한다. 만약 그런 기준으로 사
람들을 평가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성공한 사람일까? 사도 바울은 그런 평가와는 정반대로 복
음을 위해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라는 비난을 들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발하면서 ‘전염병
(을 일으키는 자)’이라고 비하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 8 우리가 사방으로 욱여쌈을 당하여도 싸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9
핍박을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10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12 그런즉 사
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중략)…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
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17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
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18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
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고후4:8-18).
성공이라는 말에 무조건 세상적인 성공을 떠올린다면 그 사람은 우선 자신의 세계관부터 돌아 보아
야 한다. 사도 바울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삶을 위해서 기꺼이 욱여쌈을 당하고 핍박받는 길을 택했
다. 그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진 삶이 성공한 삶이다. 요셉의 삶도 그랬다. 비록 이집트
로 팔려와 보디발의 종이되었지만 그의 삶은 성공한 삶이다. 설령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해도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눈에 보이는 상황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
에 있다면 우리 모두는 형통하고 성공한 자들이다. 당신은 정말 그 사실을 믿고 있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스스로의 삶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당신에게 일
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해석하기 시작할 때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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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발이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39:3~6)
(3 절) 그의 주인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고, () ַוי ְַרא אֲדֹ ִָ֔ניו כִ י יְ הוָה ִא ָ֑תֹו
여호와께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וְ כֹ ל אֲׁשֶׁ ר־הּוא עֹ שִֶׁ֔ ה יְ הוָה מַ צְ לִ יחַ בְ יָדֹו
(4 절) 요셉이 그의 주인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주인에게 은혜를 입고) 그를 섬겼습니다.
()וַיִ ְמצָ א יֹוסֵ ף חֵ ן בְ עֵינָיו וַיְׁשָ ֶׁרת אֹ ָ֑תֹו
그 주인은 그의 집을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יתֹו
ִ֔ ֵ) ַויַפְ קִ דֵ הּו עַל־ב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וְ כָל־יֶׁׁש־לֹו נָתַ ן בְ יָדֹו
(5 절) 그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맡긴 때부터 ()וַיְ הִ י מֵ אָ ז הִ פְ קִ יד אֹ תֹו בְ בֵ יתֹו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주셨습니다.
(יֹוסף
ָ֑ ֵ ֶׁׁש־לֹו וַיְ בָ ֶׁרְך יְ הוָה אֶׁ ת־בֵ ית הַ ִמצְ ִרי בִ גְ לַל
ִ֔ ) וְ עַל כָל־אֲׁשֶׁ ר י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그의 모든 소유에 있었습니다.
(ֶׁׁש־לֹו בַ בַ יִ ת ּובַ שָ דֶׁ ה
ִ֔ )וַיְ הִ י בִ ְרכַת יְ הוָה בְ כָל־ ֲאׁשֶׁ ר י
(6 절) 그 주인이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남겼고 () ַו ַיעֲזֹ ב כָל־אֲׁשֶׁ ר־לֹו בְ יַד־יֹוסֵ ף וְ ל ֹא־יָדַ ע ִאתֹו ְמ ִ֔אּומָ ה
그가 먹는 음식 이외에는 알지 않았습니다. ()כִ י ִאם־הַ לֶׁחֶׁ ם אֲׁשֶׁ ר־הּוא אֹוכֵ ָ֑ל
요셉은 잘생겼고 용모가 준수했습니다. (יֹוסף יְ פֵה־תֹ אַ ר וִ יפֵה מַ ְראֶׁ ה
ֵ ִ֔ )וַיְ הִ י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일이 성공하게 해 주셨다. 보디발은 요셉이
예삿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종하나 들였는데 집안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보디발은 생
각했다. 요셉이 믿고 의지하는 여호와라는 신이 요셉과 함께 했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생각했
다. 열일곱 살을 갓 넘긴 어린 소년이 하는 일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는 것을 보디발이 보았다고 했다. 그가 하나님을 직접 체험했다는
말이 아니다. 그는 요셉과 요셉이 하는 일을 통해 요셉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다.
단지 요셉의 손이 마이더스의 손처럼 그가 하는 일마다 잘되고 성공해서 부를 축적한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 망하는데 유독 보디발의 집만 부유해진 것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보디발
이 요셉에게서 본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요셉이 보여준 신실함과 충성스러움이다. 요셉은 언제나 시
키는 일을 불평 없이 묵묵히 해냈다. 아니, 시킨 일은 물론이고 시키지 않은 일까지 알아서 척척 해냈
다. 한 마디를 하면 열 마디를 알아듣고 하나를 지시하면 열 가지를 해냈다. 그는 천부적으로 타고난
능력에다 불평불만도 하지 않고 언제나 밝고 성실했다. 종이면서도 마치 자기 소유를 다루듯 성실하
고 정직하게 일했다. 게다가 그는 평소에 요셉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가까이서 늘 보았
을 것이다. 보디발은 요셉의 그런 모습과 태도에서 요셉이 믿는 여호와라는 신을 보았다. 그 신이 분
명 요셉과 함께 하면서 요셉을 돕고 있다고 믿었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가 행하는 모든 일이 성공
하도록 하시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 결국 요셉이 한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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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들의 삶이 그렇다.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자신
의 유익을 극대화하며 살아간다.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해서든 보상을 받으려 한다. 솔직히
말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산다. 세상 사람들이 그런 기독교인들의 모
습을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데 보디발은 여호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
다. 보디발이 요셉에게서 뭔가 다른 점을 발견한 것은 비록 그가 종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들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일 게다.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삶이란 도덕적으로 올바른 삶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현재 자기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
한다.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삶의 자세가 다르다. 이에 대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했다.
“14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15 너
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
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
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찐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벧전 3:14-17).
누가 언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에 관해 물어 오는가? 지하철이나 거리에서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을
목청껏 외친다고 사람들이 소망에 대해 물어 올까?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 없는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면서도 주일마다 열심히 교회에 나간다고 해서 그들이 소망에 관해 물어오겠는가? 그렇지 않
다.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보면서 생각한다. 저 사람
은 저런 삶의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믿음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지 의아해 한
다.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기쁨을 나눌 수 있고,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그 소명의 길을
가는 사람에게 그들은 이렇게 묻는다.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기뻐하며 살아
갈 수 있습니까?”라고 말이다.
요셉의 성공은 얼핏 보면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성공처럼 보인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요셉이 자신
의 삶을 대하는 태도다. 비록 형들에게 버림받아 다시는 가족 품으로 돌아가지 못할지라도, 낯선 이방
땅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힘든 상황일지라도 그는 비관하거나 자포자기하지 않았다. 그가 그
모든 비극적인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고 성실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인생을 지탱하고 있는 버팀
목은 요셉 스스로의 강한 의지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셨다. 지금 당신을 괴롭히는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이 당신에게 어떤 고통을 주고 있는가?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철저한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걸 안다면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진정한 신앙은 지금 현재 내가 처
해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신앙은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현실이고 그 현실 속에 함
께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 하는 것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성공이고 형통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상황에 따라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까? 지금 요셉의 이야기는 그런 당신에게 어떤 가르침
을 줍니까? 당신도 요셉처럼 고난이 올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넉넉히 이겨갈 수 있나요? 그런
믿음이 당신에게 정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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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혹을 뿌리친 요셉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39:7~10)
(7 절)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그의 눈으로 요셉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ל־יֹוסף ַות ֹאמֶׁ ר
ָ֑ ֵ
ֶׁ)וַיְ הִ י אַ חַ ר הַ ְדבָ ִרים הָ ִ֔ ֵאלֶׁה ו ִַתשָ א אֵ ׁשֶׁ ת־אֲדֹ נָיו אֶׁ ת־עֵינֶׁיהָ א
나와 함께 동침하자 () ִׁשכְ בָ ה עִ ִמי
(8 절) 요셉이 거절하며 그 주인의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וַיְ מָ אֵ ן ַוי ֹאמֶׁ ר אֶׁ ל־אֵ ׁשֶׁ ת אֲדֹ ִָ֔ניו
보십시오. 제 주인께서 이 집의 일을저와 함께 신경쓰지 않습니다.
()הֵ ן אֲדֹ ִ֔ ִני ל ֹא־יָדַ ע ִא ִתי מַ ה־בַ ָבָ֑יִ ת
그리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제 손에 맡겼습니다. ()וְ כֹ ל אֲׁשֶׁ ר־יֶׁׁש־לֹו נָתַ ן בְ י ִָדי
(9 절)
이 집에 저보다 더 힘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אֵ ינֶּׁנּו גָדֹול בַ בַ יִ ת הַ זֶׁה ִממֶׁ ּנִי
그는 당신만 제외하고 제가 하는 어떤 일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וְ ל ֹא־חָ שַ ְך ִממֶׁ ּנִ י ְמ ִ֔אּומָ ה כִ י ִאם־אֹותָ ְך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א ְׁש ָ֑תֹו
ִ )בַ אֲׁשֶׁ ר אַ ְת
어떻게 제가 이 엄청난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אתי לֵאֹלהִ ים
ִ ָ) וְ אֵ יְך אֶׁ עֱשֶׁ ה הָ ָרעָה הַ גְ דֹ לָה הַ ִ֔ז ֹאת וְ חָ ט
(10 절) 그녀가 요셉에게 날마다 말했지만 ()וַיְ ִ֕ ִהי כְ דַ בְ ָרּה אֶׁ ל־יֹוסֵ ף יֹום יָ֑ ֹום
요셉은 그녀와 동침하고 함께 있으라는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 וְ ל ֹא־ׁשָ מַ ע אֵ לֶׁיהָ לִ ְׁשכַב אֶׁ צְ לָּה לִ הְ יֹות עִ מָ ּ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요셉의 인생은 왜 이렇게 기구할까? 좀 괜찮아지는가 싶으면 어김없이 또 다른 고난이 찾아 온다. 그러
고 보면 요셉만큼 삶의 굴곡이 심한 사람도 드문 것 같다. 아버지 집에서 편안히 호의호식하던 그가 졸
지에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게 됐으니 말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요셉이 보디발 집안
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가장 신임받는 종이었다는 것이다. 그런 그가 보디발의 아내의 끈질긴 유혹으
로 인해 또다시 모함을 받게 되는 위기를 맞게 된다.
일의 전말은 이렇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매우 잘 생긴 사내였다. 그런데 바로 그 빼어난 용모가 문
제였다. 보디발은 바로의 경호대장이었으니 밤낮 바로를 측근에서 수행해야 하는 게 그의 임무다. 당
연히 늘 바빴을테고 그 때문에 집을 비울 때도 많았다. 그런 보디발은 집안의 모든 중대사를 전적으로
요셉에게 맡겼다. 요셉은 맡은 일들을 충실히 수행해 냈고 보디발은 그런 그를 무한신뢰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정확히 언제였는지는 모르나 앞뒤 정황상 보디발이 요셉을 완전히 믿고 모든 것을 맡
긴 지 꽤많은 시간이 지난 무렵이다. 적어도 이때 요셉의 나이는 적어도 스무 살은 훌쩍 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 무렵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다. 처음엔 눈으로 요셉을 유혹하던 그녀
는 급기야 요셉에게 노골적으로 말한다. “나와 함께 동침하자” (시크바 임미: ) ִׁשכְ בָ ה עִ ִמי
그녀는 요셉에게 함께 자자고 제안한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한 것이다. 알다시피 종이 주인의 명령을 거
부하면 불경한 죄에 해당된다. 그 당시 종에게는 그 어떤 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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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로마 시대에는 종을 인격체가 아닌 ‘살아있는 재산 ‘ (living property)의 일종으로 보았다. 물
건에게 의지가 있을 리 만무지지 않은가? 하물며 바로가 지배하는 이집트에서 종의 신분은 그보다 더
비천한 신세였을 것이다. 제 아무리 주인 보디발의 총애를 받는 요셉이라 해도 그의 신분은 단지 종에
불과하다. 그런 그가 안주인의 명령에 불복종했다. 요셉이 그렇게 한 이유를 들어보자.
“보십시오. 제 주인께서 이 집의 일을저와 함께 신경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제
손에 맡겼습니다. 이 집에 저 보다 더 힘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당신만 제외하고, 제가 하는 어떤
일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 엄청난 악을 행
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요셉이 불복종한 이유는 분명히 합리적이다. 요셉의 주인은 보디발이다. 위계 질서상 아무리 보디발
의 아내가 한 명령이었다 해도 보디발의 뜻에 반하는 명령에 복종할 수는 없다. 하지만 요셉이 그렇게
한 데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다. 바로 하나님 때문이다. 안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를 짓는 것이라 여겼다.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기에 그 끈질긴 유혹을 이겨낼 수 있었다.
필자는 얼마 전 청년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다. 그때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 “정말 하나
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 청년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실제로 하
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이들이기에 쉽게 그런 대답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좀더 깊게 들어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고 실제로 하고 있는 행동들을 살펴본다면 그리 쉽게 대답
하지는 못할 것이다. 그들은 평소에 과연 하나님이 곁에서 보고 계시는데도 할 수 있는 옳은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다.
“8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9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예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2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
움이라” (엡 5:8-12).
바울 사도는 권면한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어둠의 일은 세상 사람
들이나 하는 것이며 그들이 은밀히 행하고 있는 것들은 말하기에도 부끄러운 것뿐이라고. 그런데 우
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가? 정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는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각자 홀로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는 지를 돌아보면 된다. 요셉은 젊은 나이에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을
뿌리쳤다. 그가 누구보다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
심을 실제로 체험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는가? 그리고 그분의
임재를 날마다 체험하는가? 그렇다면 홀로 있을 때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라.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홀로 있을 때에도 그분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그 사실을 확증할 수 있습니
까?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그 사실에 당신은 늘 감사하
며 기뻐합니까 아니면 어떤 부담감을 느낍니까? 만약 부담스럽다면 왜 그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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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에게 다시 고난이 찾아오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39:11~19)
(11 절)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그의 일을 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וַיְ הִ י כְ הַ יֹום הַ ִֶׁ֔זה ַו ָיב ֹא הַ בַ יְ תָ ה ַלעֲשֹות ְמלַאכְ ָ֑תֹו
그 집에는 그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וְ אֵ ין ִאיׁש מֵ אַ נְ ׁשֵ י הַ בַ יִ ת ׁשָ ם בַ בָ יִ ת
(12 절) 그녀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ו ִַת ְתּפְ שֵ הּו בְ בִ גְ דֹו לֵאמֹ ר
나와 동침해라. () ִׁשכְ בָ ה עִ ִ ָ֑מי
요셉은 그녀의 손에 그의 옷을 남기고 도망쳐 밖으로 나갔습니다.
() ַו ַיעֲזֹ ב בִ גְ דֹו בְ י ִ֔ ָָדּה ַו ָינָס ַויֵצֵ א הַ חּוצָ ה
(13 절) 그녀는 요셉이 그녀의 손에 그의 옷을 남기고 밖으로 도망치는 것을 보자마자
(אֹותּה כִ י־ ָעזַב בִ גְ דֹו בְ י ָ ָָ֑דּה ַו ָינָס הַ חּוצָ ה
ָ ִ֔ ) וַיְ הִ י כִ ְר
(14 절) 그녀 집의 사람들을 부르며 그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ו ִַתקְ ָרא לְ אַ נְ ׁשֵ י בֵ יתָ ּה ַות ֹאמֶׁ ר לָהֶׁ ם לֵאמִֹ֔ ר
보라.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게 하려고 그가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왔구나.
() ְראּו הֵ בִ יא לָנּו ִאיׁש עִ בְ ִרי לְ צַ חֶׁ ק ָבָ֑נּו
그가 나와 동침하려고 들어왔고 내가 큰 소리를 질렀다.
()בָ א אֵ לַי לִ ְׁשכַב עִ ִִ֔מי וָאֶׁ קְ ָרא בְ קֹול גָדֹול
(15 절)
내가 목소리를 높이고 부르짖는 것을 그가 듣자마자,
() וַיְ הִ י כְ ׁשָ ְמ ִ֔עֹו כִ י־ה ֲִרימֹ ִתי קֹולִ י וָאֶׁ קְ ָ ָ֑רא
그는 그의 옷을 내 곁에 남기고 도망쳐 밖으로 나갔다.
() ַו ַיעֲזֹ ב בִ גְ דֹו אֶׁ צְ לִִ֔ י ַו ָינָס ַויֵצֵ א הַ חּוצָ ה
(16 절) 그녀는 요셉의 주인이 그의 집에 올 때까지 요셉의 옷을 그녀 곁에 두었습니다.
() וַתַ ּנַח בִ גְ דֹו אֶׁ צְ לָ ָּ֑ה עַד־בֹוא אֲדֹ נָיו אֶׁ ל־בֵ יתֹו
(17 절) 그녀는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ו ְַתדַ בֵ ר אֵ ִָ֔ליו כ ְַדבָ ִרים הָ אֵ לֶׁה לֵאמָֹ֑ ר
내가 웃음거리가 되게 하려고 당신이 데려온 그 히브리 종이 제게 들어왔어요.
() בָ א־אֵ לַי הָ עֶׁבֶׁ ד הָ עִ בְ ִרי אֲׁשֶׁ ר־הֵ בֵ אתָ לָנּו לְ צַ חֶׁ ק בִ י
(18 절) 내가 내 목소리를 높이고 부르짖었더니 (ימי קֹולִ י ָואֶׁ קְ ָ ָ֑רא
ִ )וַיְ ִִ֕הי ַכה ֲִר
그가 내 곁에 그의 옷을 남기고 밖으로 도망쳤습니다. () ַו ַיעֲזֹ ב בִ גְ דֹו אֶׁ צְ לִ י ַו ָינָס הַ חּוצָ ה
(19 절) 요셉의 주인은 그의 아내가 “당신의 종이 내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고
(ת־דבְ ֵרי ִא ְׁשתֹו אֲׁשֶׁ ר ִדבְ ָרה אֵ לָיו לֵאמִֹ֔ ר כ ְַדבָ ִרים הָ ִ֔ ֵאלֶׁה עָשָ ּה לִ י עַבְ ֶׁ ָ֑דָך
ִ ֶׁ) וַיְ הִ י כִ ְׁשמֹ ַע אֲדֹ נָיו א
그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וַיִ חַ ר אַ ּפֹ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보디발의 아내는 매일같이 요셉을 괴롭혔다. 유혹의 눈길을 보내는 것은 예사고 점점 그 강도가 심해
져갔다. 하지만 집안에 보는 눈들이 있으니 보디발의 아내도 대놓고 요셉에게 마냥 들이댈 수는 없었
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기회가 왔다. 요셉은 여느 때처럼 일을 하기 위해 집으로 들어갔다. 그런데
하필이면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그날 따라 집에 아무도 없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때다 싶어 아예 대
놓고 노골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요셉에게 동침할 것을 명령했다. 요셉과 단둘이 있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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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의 옷을 붙잡고 끈질기게 늘어졌다. 요셉은 그녀의 유혹을 뿌리치고자 했으나
자기 옷을 꽉 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요셉은 할 수 없이 겉옷을 벗어던지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요셉이 옷 벗김 당한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요셉이 옷 벗김 당할 때마다 늘 안 좋은 일이 생겼다. 요셉
의 형들은 요셉의 채색옷을 벗기고는 그를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 넘겼다. 이번에는 보디발의 아내
에 의해 요셉의 옷이 벗겨졌다. 요셉은 이 일로 인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된다.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상징한다. 그래서 옷을 벗는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의미한다. 요셉이 채색옷을 벗김 당했다
는 것은 사실상 그가 누린 장자의 지위를 강제로 박탈당했음을 의미한다. 이번에도 요셉은 입고 있던
옷을 벗김당함으로써 보디발의 집안 전체를 총괄하던 직분을 박탈당하게 되었다. 요셉이 두 번의 옷
벗김을 당하는 동안 그는 아들에서 종으로 종에서 죄인으로 그 신분이 변했다. 보디발의 아내는 분한
마음에 자기 집에 속한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는 이렇게 외쳤다.
“보라. 우리가 웃음거리가 되게 하려고 그가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왔구나!”
그녀는 자기 집 하인들에게만 이렇게 외친 것이 아니다. 남편 보디발이 집에 돌아올 때까지 요셉의 겉
옷을 갖고 있다가 그에게 옷을 보여 주며 자신이 히브리 사람 요셉에게 희롱 당했다고 주장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자기가 단순히 억울하게 봉변을 당한 (?) 것이 아니라 요셉이 자기를 웃음거리로 만들려
고 그랬다고 항변하고 있다. ‘웃음거리가 되려고’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르자헤크’ ()לְ צַ חֶׁ ק다. ‘자하크’
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고 할 때 쓰인 단어다.
그녀가 내밷은 이 말은 소설로 치면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암시하는 일종의 복선같은 것이다.
이 사건이 있은 후 400 년이 지난 후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난다.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모
세를 보내셨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노예의 삶으로부터 구원할 때가 되었다. 하나님
은 이집트에 열 번의 재앙을 내려 이집트 왕 바로뿐만 아니라 이집트 백성들까지 모두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삼아 혹독하게 일을 시켰고 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고통을 겪으며 살았다. 그런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노예로 부려 온 이집트인들을 한껏 조롱하셨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종으로 삼은 대가로 오히
려 그들이 웃음거리가 된 셈이다.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외친 이 말은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고 요셉
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것이다. 자신의 명령에 응하지 않은 요셉을 괘씸죄로 감옥에 넣기
위한 술책의 일환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내뱉은 그 말은 결국 모세 때에 가서 실제로 실현되었다. 요
셉과 히브리인들 덕에 당시 근동 지방을 호령했던 이집트는 오히려 그들로 인해 다른 나라들에게 완
전히 웃음거리가 되었다.
보디발이 집으로 돌아오자 그 아내가 남편에게 요셉을 고발했다. 그 증거로 요셉의 겉옷을 제시했다.
요셉은 꼼짝없이 그녀의 마수에 걸려들었다. 보디발은 몹시 화가 났다. 충직하고 지혜롭게 일처리를
잘해 집안 일 전체를 맡겼더니 도리어 자기 아내마저 건드리려 했으니 배신감마저 느꼈을 것이다. 보
디발은 요셉에게 자초지종을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는 결국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렸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요셉의 인생이 참으로 기구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신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선
한 일을 하고도 누명을 쓰는 게 일상이 돼 버렸다. 그런데도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다.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일까? 그가 형통하고 성공할 때
에만 함께 하신 것인가?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도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을까? 만약 요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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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집요한 유혹을 받을 때에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면 요셉을 감옥에까지
가게 한 것은 좀 너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만약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 게
맞다면 요셉이 억울하게 모함을 받는 것도, 그가 감옥에 가는 것도 모두가 하나님의 섭리인 셈이다. 그
렇기 때문에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지나치게 요셉 개인에게만 너무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이 왜 요셉을 이런 길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은 단지 요셉 한 사람에게만 그러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일하신다.
하나님은 요셉뿐 아니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동행하시고 우리의 일거수 일투족을 보고 계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에서 일어나는 긍정적인 일들만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억울
하고 고통스런 일을 당할 때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거나 우리의 고통에 눈 감고 계신
다고 생각한다. 절대로 그렇지 않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좋
은 일이든 아니든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왜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요셉이 처한 지
금의 상황을 보며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그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유익이 있
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당신에게 위로가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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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이 감옥에 갇히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39:20~23)
(20 절) 요셉의 주인은 그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וַיִ קַ ח אֲדֹ נֵי יֹוסֵ ף אֹ תֹו וַיִ ְתנֵהּו אֶׁ ל־בֵ ית הַ סִֹ֔ הַ ר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곳, (ֲסּורים
ָ֑ ִ ) ְמ ִ֕קֹום אֲׁשֶׁ ר־א ֲִס ֵירי הַ מֶׁ לְֶׁך א
요셉은 감옥, 그곳에 있었습니다. ()וַיְ הִ י־ׁשָ ם בְ בֵ ית הַ סֹ הַ ר
(21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ת־יֹוסף
ֵ ִ֔
ֶׁ)וַיְ הִ י יְ הוָה א
그는 한결같은 사랑을 요셉에게 보이셨고, () ַויֵט אֵ לָיו ָחָ֑סֶׁ ד
요셉이 교도소장의 은혜를 받게 하셨습니다. ()וַיִ תֵ ן חִ ּנִ֔ ֹו בְ עֵינֵי שַ ר בֵ ית־הַ סֹ הַ ר
(22 절) 교도소장은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을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ירם אֲׁשֶׁ ר בְ בֵ ית הַ סָֹ֑ הַ ר
ִ֔ ִ ַד־יֹוסף אֵ ת כָל־הָ א ֲִס
ֵ ִ֔
)וַיִ תֵ ן שַ ר בֵ ית־הַ סֹ הַ ר בְ י
그리고 그곳에서 해야하는 모든 일을 요셉이 하였습니다.
()וְ אֵ ת כָל־אֲׁשֶׁ ר עֹ ִשים ׁשִָ֔ ם הּוא הָ יָה עֹ שֶׁ ה
(23 절) 교도소장은 요셉의 손에 맡겨진 어떤 것도 살펴보는 것이 없었습니다.
(ָל־מאּומָ ה בְ יָדִ֔ ֹו
ְ )אֵ ין שַ ר בֵ ית־הַ סֹ הַ ר רֹ אֶׁ ה אֶׁ ת־כ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בַ אֲׁשֶׁ ר יְ הוָה ִא ָ֑תֹו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성공하게 하셨습니다. ( ַ) ַואֲׁשֶׁ ר־הּוא עֹ שֶׁ ה יְ הוָה מַ צְ לִ יח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요셉은 감옥에 갇혔다. 그런데 그가 갇힌 감옥은 일반 죄인들을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다. 말하자면 국사범들을 가두는 곳이다. 알다시피 요셉의 죄목은 강간 미수다. 그는
바로 왕과 관련하여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았다. 그런데도 요셉이 국사범들이나 갇히는 감옥에 수감
된 것이다. 아마도 보디발이 왕의 경호대장이고 그의 집에 감옥이 있었기에 그랬던 것같다.
21 절에 또 다시 이런 말이 기록돼 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의 일생이 요셉 스스
로의 의지나 의도와는 무관하게 흘러갔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에 간섭하셔
서 채색옷을 입던 아들의 위치에서 종으로, 종에서 죄수로 낮추셨다. 요셉의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하
심으로 인해 점점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 갔다. 참으로 아니러니 아닌가? 요셉은 일찌감치 어머니를 여
의고 대신 아버지의 총애를 받아 장자의 지위를 누리며 살았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
것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샀다.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까지 했을 정도였으니 요셉을 향한 그들의 증오
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다.
후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 가서 단기간에 보디발의 신임을 얻었고 결국 보디발의 집안 전체를
총괄하는 위치에까지 올랐다. 그런데 그를 주목하고 있던 한 여인이 있었다.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다.
그녀는 총명하고 잘 생긴 요셉을 마음에 두었고 그게 화근이 되어 결국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된다.
요셉으로서는 참으로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신이 잘못한 것도 아닌데 엉뚱한 돌부리에 걸려 넘
어져 고통을 당하는 셈이다. 그런데 그 돌부리를 거기에 놓아두신 이가 다름 아닌 하나님라는 사실이
다. 왜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길에 괜한 돌부리를 두어 원치 않는 고통을 겪게 하셨을까? 많은 사람들
은 그 때문에 결국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이 아니냐고 에둘러 하나님을 옹호하려 한다. 요셉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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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 모든 일이 결국엔 전화위복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실 이런 말은 오히려 하나님을 인간
이 만들어낸 우상만도 못하게 만드는 말이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정사를 주
관하시는 분이다. 비록 사탄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 해도 그분이 능력이 모자라서 이를 막지
못하는 것이 아니다. 사탄도 반드시 하나님의 허락 하에 그 일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요셉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인간의 눈에는 전화위복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류
구속이라는 거대한 뜻을 요셉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지금 요셉과 함께 하
며 그에게 집중하고 계신다. 따라서 그에게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계획인 것이다.
하나님이 겨우 요셉 한 사람을 이방 나라의 총리로 만들기 위해 그를 감옥까지 가게 하셨을까? 단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자기를 신실하게 따르는 사람에게는 이 정도의 복은 쉽게 줄 수 있는 존재라는
교훈을 주기 위해 그를 감옥으로 보내셨을까? 만약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도덕 선생
정도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유대의 왕으로만
삼으려 했던 예수님 당시의 유대 백성들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 요셉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세
상에서 출세하게 된다는 번영의 아이콘이 아니다. 유혹을 이겨내고 진실하게 살면 결국 하나님이 축
복해 주신다는 도덕의 아이콘도 아니다. 그는 지금 원대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
받고 있는 중이다.
성경은 여호와께서 한결같은 사랑을 요셉에게 보이셨고, 요셉이 교도소장의 은혜를 받게 했다고 기
록하고 있다. 정말 하나님이 한결같이 요셉을 사랑하신다면 당연히 요셉의 억울함을 풀어 주셔야 하
는 거 아닌가? 그의 결백을 증언해 줄 증인을 세우거나 아니면 사건 현장을 보디발이 직접 보도록 해
서 요셉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어야 했다. 아니 그보다는 요셉이 형들에게 그런 수모를 당
하고 팔리지 않도록 미리 조치하셨어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 지금 요셉은 감
옥에 있다. 감옥에서 교도소장의 은혜를 받아 교도소장의 일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걸까?
사랑은 언제나 긍정의 언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만 들으면 언제나 긍적적인 생
각이 들게 마련이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런 긍정적 측면으로만 나타
날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2000년 전 골고다의 십자가 상에서 나타났
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으심으로 나타
난 것이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향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셨다. 그런데 그 아들이 땀이 피
가 되도록 십자가형을 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그 절절한 사랑의 수혜자인 우리들에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
한 것으로 다가오지만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 입장에서도 과연 그럴까 하
는 것이다. 정답은 ‘그렇다!’다.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박은 것 역시도 하나님의 사랑이다. 악을 통
해서는 결코 선이 나올 수 없다. 그렇기에 우리 눈에 악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는 선이다. 사랑도
마찬가지다. 우리 자신에게 고통처럼 느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
랑이다. 사랑으로 우리를 훈련하시고 진리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 말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부정적인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해석될까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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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을 찾은 뜻밖의 사람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40:1~4)
(1 절) 이 일이 있은 후에, 이집트 왕의 술 맡은 사람과 그들의 주인 이집트 왕의 떡 굽는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ך־מצְ ַריִ ם וְ הָ אֹ פֶׁ ָ֑ה ַלאֲדֹ נֵיהֶׁ ם לְ מֶׁ לְֶׁך ִמצְ ָריִם
ִ ) וַיְ הִ י אַ חַ ר הַ ְדבָ ִרים הָ ִ֔ ֵאלֶׁה חָ ְטאּו מַ ְׁשקֵ ה מֶׁ ל
(2 절) 바로는 그의 두 신하,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에게 몹시 화가 났습니다.
(יסיו עַל שַ ר הַ מַ ְׁש ִ֔ ִקים וְ עַל שַ ר הָ אֹופִ ים
ָ֑ ָ )וַיִ קְ צֹ ף ּפ ְַרעִֹ֔ ה עַל ְׁשנֵי סָ ִר
(3 절) 바로는 그들을 경호대장 집에 있는, 요셉이 갇혀 있는 곳인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וַיִ תֵ ן אֹ תָ ם בְ ִמ ְׁשמַ ר בֵ ית שַ ר הַ טַ בָ חִ ים אֶׁ ל־בֵ ית הַ סָֹ֑ הַ ר ְמ ִ֕קֹום אֲׁשֶׁ ר יֹוסֵ ף אָ סּור ׁשָ ם
(4 절) 경호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맡겼고, 요셉은 그들을 섬겼습니다.
()וַיִ פְ קֹ ד שַ ר הַ טַ בָ חִ ים אֶׁ ת־יֹוסֵ ף ִאתָ ם וַיְ ׁשָ ֶׁרת אֹ ָ ָ֑תם
그들은 며칠을 갇혀 있었습니다. ()וַיִ הְ יּו י ִָמים בְ ִמ ְׁשמָ ר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감옥에 갇힌 요셉은 그곳에서도 신임을 얻었다. 교도소장은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요셉은 그에
부응해 모든 일을 완벽하게 처리했다.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렀다. 요셉은 기약도 없이 감옥에 있었
고 그러다보니 감옥살이에도 점점 익숙해졌다. 그러던 어느날, 뜻밖의 죄인들이 감옥에 들어왔다. 이
집트왕의 술 맡은 관원과 빵 굽는 관원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바로의 진노를 샀다. 바로는 경호대장을
시켜 그들을 투옥하라고 했고 그들은 보디발의 관리하에 있는 바로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공교롭
게도 그 감옥은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이었다. 그 당시 요셉은 감옥에 수감돼 있는 죄인인 동시에 감
옥의 모든 일을 총괄하는 일을 맡고 있었다. 그 동안 경호대장이 새로운 사람으로 바뀌지 않았다면 분
명 보디발이 그들을 가두었을 것이고 요셉의 능력을 익히 알고 있던 그는 두 관원을 감시하는 일을 특
별히 요셉에게 맡겼을 것이다. 그 두 관원이 감옥에 갇혀 있던 시간은 불과 며칠 정도였다.
술 맡은 관원은 왕의 모든 술을 관리하는 매우 중요한 직책이다. 특히 왕과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언
제든지 왕이 원할 때 술을 따라 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특별히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을 발탁했다.
그도 그럴것이 당시 왕들은 독이 든 술을 먹고 죽거나 병 드는 경우가 많아 어지간한 신뢰를 얻지 못
한 사람은 술맡은 관원이 될 수 없었다. 참고로 바벨론 포로기가 끝나갈 무렵 살았던 느헤미야가 바로
그 당시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왕의 술맡은 관원이었다.
빵굽는 관원도 마찬가지였다. 왕의 식탁에 올라가는 음식을 관장하는 임무야 말로 왕은 물론 왕의 가
족 전체의 건강과 직결되고 특히 이들이 못된 마음을 먹을 경우 왕의 신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기 때문이다. 이처럼 왕실에서 왕의 건강 및 신변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두 사람이 동
시에 요셉이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다. 이것이 과연 우연일까? 특히 요셉은 이들의 꿈을 해몽해
줌으로써 나중에 바로 앞에 서게 되고 후에는 이집트 총리에까지 오르게 된다. 따라서 이들과의 조우
가 일시적이고 우연이 아님은 자명하다.
4 절을 보면 그들은 단 며칠 동안 감옥살이를 했다. 그 사이에 그들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해
준다. 왕의 측근들인 그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요셉이 있던 그 감옥에까지 오게 된 이유는
딱 하나다.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몽함으로써 결국 요셉이 바로 앞에 서고 후에 총리의 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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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오르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그들을 감옥으로 불러들인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시다. 그들
중 한 사람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고, 다른 한 사람은 죄가 있어 갇혔다.
이쯤되면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이유가 분명해진다. 그는 감옥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했다.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 그에게 신임을 얻은 것도 바로 이 감옥에 갇히기 위해서였다. 물론 요
셉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듯 한 치의 오차도 없다. 마치 잘
짜여진 각본을 따라 연기자가 연기를 하듯 요셉의 인생이그렇게 흘러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의
의지가 끼어들 여지는 전혀 없다. 요셉은 오직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을 받고 있는 중이다.
사도행전에는 사도 바울이 죄인이 되어 로마로 압송되는 장면이 길게 설명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소
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을 중심으로 전도 활동을 했다. 그는 로마로 가기를 간절히 원
했고, 스페인에까지 전도를 하고 싶어했다. 그러나 무슨 연유에선지 그는 로마로 가지 못했다. 소아시
아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하던 사도 바울은 급하게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로 결심한다. 그리고 밀레도
에 온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
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함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행 20:22-24).
사도 바울은 심령에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했다. 그에게 예루살렘은 위험한 곳이었다. 수
많은 유대주의자들이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벼르고 있었다. 보는 사람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
에 가지 말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그는 말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고 재
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압송된다. 그는 죄인의 몸이 되어 로마로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
다. 제 발로 로마로 갈 수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죄인으로 만들어 로마로 보내셨다. 그랬기 때
문에 그는 로마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우리
의 삶도 그렇다. 많은 사람들이 멋진 화관을 쓰고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해내고 싶어한다. 그러나 하
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 어떤 이는 파산을 시키고, 어떤 이는 건강을 망가뜨리며, 심
지어 어떤 이는 감옥에 보내기도 한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말이다. 지금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는
가? 견디기 힘든 고난 가운데 있는가? 그렇다면 당신의 삶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라.

묵상을 위한 질문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면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어떤 눈으
로 바라보게 됩니까? 그랬을 때 당신이 삶에서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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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맡은 관원장의 꿈(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40:5~15
(5 절) 그들 두 사람은 하룻밤에 각자 꿈을 꿨고, 각자 꿈의 의미도 달랐습니다.
ֲֹלמֹו(
) ַויַחַ לְ מּו חֲלֹום ְׁשנֵיהֶׁ ם ִאיׁש חֲֹלמֹו בְ לַיְ לָה אֶׁ חִָ֔ ד ִאיׁש כְ פִ ְתרֹון ח ָ֑
(두 사람은) 감옥에 수감된, 애굽왕의 술 맡은 사람과 빵 굽는 사람입니다.
ֲסּורים בְ בֵ ית הַ סֹ הַ ר(
)הַ מַ ְׁשקֶׁ ה וְ הָ אֹ פֶׁה אֲׁשֶׁ ר לְ מֶׁ לְֶׁך ִמצְ ַ ִ֔ריִ ם אֲׁשֶׁ ר א ִ
(6 절)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그들을 보니, 그들이 불안해 하고 있었습니다.
) ַו ָיב ֹא ֲאלֵיהֶׁ ם יֹוסֵ ף בַ בָֹ֑ קֶׁ ר ַוי ְַרא אֹ ִ֔ ָתם וְ הִ ּנָם זֹ עֲפִ ים(
(7 절) 요셉이 그의 주인의 집 감옥에 그와 같이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물으며 말했습니다.
ת־ס ִריסֵ י פ ְַרעֹ ה אֲׁשֶׁ ר ִאתֹו בְ ִמ ְׁשמַ ר בֵ ית אֲדֹ נָיו לֵאמָֹ֑ ר(
)וַיִ ְׁשאַ ל אֶׁ ְ
)מַ דּו ַע ּפְ נֵיכֶׁם ָרעִ ים הַ יֹום( ?왜 오늘 당신들의 얼굴이 안 좋습니까
ֹאמרּו אֵ ִָ֔ליו( (8 절) 그들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 ַוי ְ
)חֲלֹום חָ ִַ֔ל ְמנּו ּופֹ תֵ ר אֵ ין אֹ ָ֑תֹו(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사람이 없다.
) ַוי ֹאמֶׁ ר ֲאלֵהֶׁ ם יֹוסֵ ף(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הֲלֹוא לֵאֹלהִ ים ּפִ ְתרֹ ִ֔ ִנים( ?해석은 하나님께 속한 것 아닙니까
)סַ ּפְ רּו־נָא לִ י(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יֹוסף( (9 절)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וַיְ סַ ּפֵר שַ ר־הַ מַ ְׁשקִ ים אֶׁ ת־חֲֹלמֹו לְ ֵ ָ֑
) ַוי ֹאמֶׁ ר ִ֔לֹו( 그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לֹומי וְ הִ ּנֵה־ ֶׁגפֶׁן לְ ָפנָי(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었다.
)בַ ח ִִ֕
)(10 절
)ּובַ ֶׁגפֶׁן ְׁשֹלׁשָ ה שָ ִר ִיגָ֑ם( 그 포도나무에 세 가지가 있었다.
그것이 싹이 나면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ענָבִ ים(
) וְ הִ יא כְ פֹ ַרחַ ת עָלְ תָ ה נִ צִָ֔ ּה הִ בְ ִׁשילּו אַ ְׁשכְ ֹלתֶׁ יהָ ֲ
)(11 절
)וְ כֹוס ּפ ְַרעֹ ה בְ י ִ ָָ֑די( 그 때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었다.
그래서 내가 그 포도를 따서 바로의 잔에 그 포도를 짜고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드렸다.
ענָבִ ים וָאֶׁ ְשחַ ט אֹ תָ ם אֶׁ ל־כֹוס ּפ ְַרעִֹ֔ ה וָאֶׁ תֵ ן אֶׁ ת־הַ כֹוס עַל־כַף ּפ ְַרעֹ ה(
) וָאֶׁ קַ ח אֶׁ ת־הָ ֲ
יֹוסף( (12 절) 요셉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לֹו ִ֔ ֵ
)זֶׁה ּפִ ְתרֹ נָ֑ ֹו( 이것은 그 꿈의 해석입니다.
) ְׁשֹלׁשֶׁ ת הַ שָ ִר ִִ֔גים ְׁשֹלׁשֶׁ ת י ִָמים הֵ ם( 세 가지, 그것들은 3 일입니다.
)(13 절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원래 자리로 복귀시킬 것입니다.
ֲׁשיבְ ָך עַל־כַּנֶׁ ֶָָּ֑֑ך(
)בְ עֹוד ְׁשֹלׁשֶׁ ת י ִָמים יִ שָ א פ ְַרעֹ ה אֶׁ ת־ר ֹאׁשִֶׁ֔ ָך ַוה ִ
당신이 그의 술 맡은 사람으로서 이전처럼 당신은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릴
אׁשֹון אֲׁשֶׁ ר הָ יִ יתָ מַ ְׁשקֵ הּו( 것입니다.
)וְ נָתַ תָ כֹוס־ּפ ְַרעֹ ה בְ יָדִ֔ ֹו כ ִַמ ְׁשּפָט הָ ִר ִ֔
)(14 절
당신께서 잘되셨을 때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כִ י ִאם־ ְזכ ְַרתַ נִ י ִא ְתָך ַכאֲׁשֶׁ ר יִ יטַ ב ִָ֔לְך(
제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에게 저를 언급해 주시고, 저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해
ָשיתָ ־ּנָא עִ מָ ִדי ָחָ֑סֶׁ ד וְ הִ ְזכ ְַרתַ נִ י אֶׁ ל־ּפ ְַרעִֹ֔ ה וְ הֹוצֵ אתַ נִ י ִמן־הַ בַ יִת הַ זֶׁה( 주시기 바랍니다.
)וְ 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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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절)

저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고, 여기서 그들이 저를 감옥에 가둘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
았습니다. (יתי ְמ ִ֔אּומָ ה כִ י־שָ מּו אֹ ִתי בַ בֹור
ִ ) כִ י־גֻּנֹ ב ֻג ִַּ֔נבְ ִתי מֵ אֶׁ ֶׁרץ הָ עִ בְ ִ ָ֑רים וְ גַם־ּפֹ ה ל ֹא־ע ִָש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집트 왕실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두 사람이 같은 날 요셉이 갇혀있던 감옥에 수감되었다. 게
다가 그 두 사람이 같은 날 밤에 동시에 꿈을 꾼다. 물론 꿈의 내용은 서로 달랐다. 그 두 사람이 같은 날
감옥에 갇히게 된 것도 그렇고 동시에 꿈까지 꾸었으니 이는 예삿일이 아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꾼 꿈
이 분명히 뭔가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직감했다. 한낱 일장춘몽이라고 치부하기에는 꿈이 너무도
생생했기 때문이다. 아침에 요셉이 가보니 그들은 간밤에 꾼 꿈으로 인해 몹시 불안해 하고 있었다. 요
셉은 그들에게 왜 안색이 좋지 않냐고 물었고, 그들은 자신들이 꾼 꿈에 대해 이야기했다.
요셉은 그들이 꾼 꿈이 예사로운 꿈이 아님을 직감했다. 그는 꿈의 해석은 하나님에 속한 것이라 말했
다.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그 꿈도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들이 꾼 꿈은 하나님이 그
들에게 준 꿈인 것이고, 그것은 결국 요셉을 위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그들이 감옥에 갇힌 이유도 요
셉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인간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갈 뿐이지만 그 삶을 통해 역사를 주관해 가는 분
은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우연히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니고, 우연히 꿈을 꾼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요
셉의 앞날을 위해 그들을 예비해 두신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미시적으로는 요셉 개인의
인생을 이끄시는 하나님이고, 거시적으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원을 가르치는 하나님이시며, 궁
극적으로는 인류 전체의 구속을 보여주기 위해 역사를 만들어 가는 하나님이시다.
요셉에게 먼저 꿈 이야기를 한 사람은 술맡은 관원장이었다. 그의 꿈은 포도나무에 대한 것이었다. 포
도나무에 싹이 나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렸다. 술맡은 관원장은 그 포도를 따서 즙을 짜 바로에
게 드렸다. 그것이 꿈의 내용이다. 그의 꿈은 짧지만 강렬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요셉은 즉시 그 꿈
을 해석해 주었다.
“세 가지, 그것들은 3일입니다. 3 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원래 자리로 복귀시킬
것입니다. 당신께서 그의 술 맡은 사람으로서 전에 하셨듯이 당신은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릴
것입니다.”
성경에서 포도는 구원을 상징한다. 포도나무의 열매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한다. 하나님
은 술맡은 관원장에게 포도를 보여 줌으로써 그의 생명이 구원받을 것을 암시하셨다. 요셉은 술맡은
관원장의 꿈이 그가 구원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해석해 주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사흘 안에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될 것을 알았다. 그런 의미에서 술맡은 관원장은 하나님이 감옥에 갇힌 요셉을
위해 보내신 사람이었다. 그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 함으로써 요
셉과 인연을 맺게 된다.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술 맡은 관원장을 보내 주셨다는 사실을 직감했
다. 그가 자신의 사정을 바로에게 말하면 곧 풀려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요셉은 드디어 기회가 왔
다고 여겼다. 아니 비로소 하나님이 자신을 감옥에서 구원하실 때가 되었다고 믿고, 해몽을 마친 요셉
은 그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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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께서 잘되셨을 때 부디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바로에게 저
를 언급해 주시고 저를 이 집에서 나가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고, 여기서
그들이 저를 감옥에 가둘만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요셉은 술 맡은 관원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바로의 힘을 빌어 자신을 감옥에서 꺼
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요셉은 최선을 다해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애썼다. 그
런데 요셉이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다. 이 일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
로 요셉을 구원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직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 요셉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
다. 물론 지금 이 사건은 요셉이 감옥에서 풀려나와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계기가 된다. 하지만 하나님
은 요셉을 구원하기 위해 더 큰 것을 예비해 두고 계셨다. 요셉은 오직 감옥에서 나가기만을 바랐지만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셨다.
요셉은 마음이 급했다. 그래서 꿈을 해몽해 준 후 술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게
해 달라고 부탁했다.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는 것도 그런데다가 언제 풀려날 지 기약조차 없으니 얼마
나 애가 탔겠는가? 우리들도 그렇다. 애매한 고난이 닥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든 스스로 해
명하려고 애를 쓴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고난이 단번에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억울한 일이 풀리
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고 억울함을 풀어주시기도 한다. 하지만 그 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이 정하신다. 우리는 그런 하나
님의 시간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조바심을 내며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게 인간
들의 한계가 아니겠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분이
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이고 인내의 과정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이다. 사실 기다림은 너무 힘들고 외로운 긴 여정이다. 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
리를 훈련해 가시며 그 훈련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을 합니
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인내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해결해 가셨나요?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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