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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이 해석한 그대로 되니라 (주일)
오늘의 본문 (40:16~19)
(16 절) 떡 굽는 관원장은 그가 좋게 해석하는 것을 보고,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ל־יֹוסף
ֵ֔
ֶ) ַוי ְַרא שַ ר־הָ אֹ פִ ים כִ י טֹוב פ ָ ָָ֑תר ַוי ֹאמֶ ר א
나도 내 꿈에 보니, 흰 빵이 담긴 바구니 세 개가 내 머리 위에 있었다.
(ֹאשי
ִ ֲלֹומי וְ הִ נה ְשֹלשָ ה סַ לי חֹ ִרי עַל־ר
ִֵ֔ )אַ ף־אֲנִ י בַ ח
(17 절)
맨 위에 있는 바구니에 바로를 위해 만들어진 모든 음식이 있었고
() ּובַ סַ ל הָ עֶלְ יֵ֔ ֹון ִמכֹ ל מַ ֲאכַל פ ְַרעֹ ה מַ עֲשה אֹ פֶ ָ֑ה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먹고 있었다.
(ֹאשי
ִ )וְ הָ עֹוף אֹ כל אֹ תָ ם ִמן־הַ סַ ל מעַל ר
(18 절) 요셉이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 ַו ַיעַן יֹוסף ַו ֵ֔י ֹאמֶ ר
이것이 그 꿈의 해석입니다. ()זֶה פִ ְתרֹ נָ֑ ֹו
세 바구니, 그것은 3 일입니다. () ְשֹלשֶ ת הַ סַ לִֵ֔ ים ְשֹלשֶ ת י ִָמים הם
(19 절)
3일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אשָך מ ָע ֵֶ֔ליָך
ְ )בְ עֹוד ְשֹלשֶ ת י ִָמים יִ שָ א פ ְַרעֹ ה אֶ ת־ר
그가 당신을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אֹותָך עַל־עָ֑ץ
ְ )וְ תָ לָה
그러면 새들이 당신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וְ אָ כַל הָ עֹוף אֶ ת־בְ שָ ְרָך מ ָעלֶיָך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요셉의 꿈 해석은 명쾌하고 설득력 있었다. 무엇보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하며 그의 원직 복귀
를 예언했다. 곁에서 그 해석을 듣고 있던 빵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꿈도 해석해 달라고 했다. 그도 술
맡은 관원장처럼 감옥에서 풀려나와 복직되기를 간절히 염원했다. 그의 꿈도 자신이 맡은 일과 밀접
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다. 그의 머리 위에는 흰 빵이 담긴 바구니 세 개가 있었고, 맨 위에 있는 바구
니에는 바로를 위해 만든 빵이 있었다. 그런데 새들이 와서 그 빵을 먹고 있었다. 꿈은 너무나 생생했
고 섬광처럼 강렬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빵 맡은 관원장의 꿈은 그 내용이 매우 유사하다. 둘 모두 각자의 일과 관련된 꿈인
데다가 둘 모두 3이라는 숫자가 등장한다. 포도 나무 가지도 셋이고 빵 바구니도 셋이다. 하지만 전혀
다른 내용도 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 나무에서 짠 포도주를 바로에게 바쳤지만 빵 맡은 관
원장은 그 빵을 바로에게 바치는데 실패했다. 또한 술 맡은 관원장은 술을 만드는데 매우 능동적이다.
자기가 직접 포도를 따서 잔에 포도를 짜고 그 잔을 자기가 직접 바로의 손에 갖다 드렸다. 반면 빵 맡
은 관원장은 철저하게 수동적이다. 바구니에는 이미 빵이 담겨 있었고, 새들이 그것을 먹고 있었다. 두
관원장은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꿈을 꾼 것이다.
빵 맡은 관원장의 꿈 내용을 들은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에 해준 것과는 정반대의 해석을 내놓았다. 3
일 안에 바로가 빵 맡은 관원장을 나무에 매달아 죽일 것이고 새들이 그의 시체를 먹을 것이라고 해몽
한 것이다. 술 맡은 관원장의 꿈 해몽을 좋게 여겨 내심 빵 맡은 관원장도 잔뜩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와는 전혀 다른 절망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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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꿈에서는 그 빵을 바로에게 갖다 드리지 못하고 도중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 게 문제가 되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새가 그 빵을 먹었을까? 새가 와서 뭔가를 먹는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에 제
일 먼저 등장한다. 전쟁 포로로 끌려갔던 조카 롯을 구출하고 집으로 돌아 온 아브라함은 그 후에 하
나님께 잔뜩 화가 났다. 여전히 약속하신 아들을 허락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기 집에서 종
노릇하고 있는 엘리에셀이 대를 이을 판이라고 불평을 했다.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
고 나가 밤하늘의 별들을 가리키며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처럼 많아질 것이라 약속했다. 아브라함은
밑도 끝도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믿어졌다. 자기에게 믿음이 찾아오자 이번에는 땅 문제를 거론한
다. 이 가나안 땅이 언제 자기 소유가 되겠느냐는 것이다. 그때 하나님은 짐승을 잡아 쪼개 놓으라고
하셨고 아브라함은 명령대로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을 기다렸다. 바로 그 순간 솔개가 쪼개놓은 짐승
위에 앉아 그것을 먹으려 했고 아브라함은 솔개를 손으로 쫓아냈다. 알다시피 율법에서 솔개는 부정
한 새로 취급된다. 그 솔개가 쪼개놓은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빵 맡은 관원장의 꿈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며 이 둘을 연관지어 해석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떡 맡은 관원장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에게 드리려고 빵을 만
들어 광주리에 담아갔다. 바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대적, 또는 악의 상징으로 등장하는 인물이다. 따
라서 바로에게 줄 빵을 새가 먹은 것은 아브라함이 쪼개놓은 고기들을 솔개가 먹으려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 생각될 것이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기에 ‘바로’라는 인물의 캐릭터에 매몰되어 정말 중요한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
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새다. 새는 종종 사람에게 해악을 끼친다. 하나님은 그 새를 빵 맡은 관원장의
꿈 속에 등장시켜 그의 앞길을 막는 도구로 이용하셨다. 빵 맡은 관원장은 바로 그 새로 인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완수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이었다. 그는 결국 바로에 의해 죽임 당했고 그
시체는 나무에 달렸다. 율법에서 저주받은 자가 당하는 바로 그 일을 당한 것이다.
성경에서 새는 비진리, 하나님의 대적, 사탄을 상징할 때가 많다. 예수님도 새를 부정적인 의미로 쓰
신 적이 있다. 씨뿌리는 자의 비유에 등장하는 새가 대표적이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은 길가에도 떨어지고 돌밭에도 떨어지고, 더러는 가시덤불 속으로 떨어지기도 했다. 물론 좋은 땅
에도 씨가 떨어졌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 버렸다. 예수님은 그 새를 사탄이
라고 지칭하셨다. 말씀 자체가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기도 전에 새가 와서 가로채 먹어 버린 것이다.
세 가지의 포도 나무에서 나온 포도로 정성스럽게 와인을 빚어 올린 관원장은 원래대로 복직되었지
만 새들에게 빵을 빼앗긴 관원장은 복직되지 못했다. 만약 새가 사탄을 상징한다면 그 사탄은 뿔 달린
이상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지배하는 잘못된 이 세상의 세계관일 수 있다. 아무리 성
경이 진리의 말씀이라 해도 우리 인간들 안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잘못된 생각과 해석의 틀을 가지고
그것을 해석한다면 진리는 왜곡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이처럼 우리 안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잘못된 세계관이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르지 못
하게 하는 새가 되기도 한다. 각자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새들은 무엇인지 깊
이 생각해 보기 바란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에게 새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어떻게 진리를 왜곡하고 오해하게 만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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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잊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40:20~23)
(20 절) 3 일째 되는 날, 바로의 생일에 바로는 그의 종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습니다.
(ישי יֹום ֻהלֶדֶ ת אֶ ת־פ ְַרעֵֹ֔ ה ַו ַיעַש ִמ ְשתֶ ה לְ כָל־עֲבָ ָ ָ֑דיו
ִ ִ)וַיְ הִ י בַ יֹום הַ ְשל
그는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와 빵 굽는 관원장의 머리를 그의 종들 가운데 들었습니다.
()וַיִ שָ א אֶ ת־ר ֹאש שַ ר הַ מַ ְשקִ ים וְ אֶ ת־ר ֹאש שַ ר הָ אֹ פִ ים בְ תֹוְך עֲבָ דָ יו
(21 절)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을 그의 자리로 복귀시켰습니다. () ַויָשֶ ב אֶ ת־שַ ר הַ מַ ְשקִ ים עַל־מַ ְש ָ֑קהּו
그는 바로의 손에 그 잔을 드렸습니다. ()וַיִ תן הַ כֹוס עַל־כַף פ ְַרעֹ ה
(22 절) 그러나 빵 굽는 관원장은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한대로 매달렸습니다.
() וְ את שַ ר הָ אֹ פִ ים תָ לָ ָ֑ה ַכאֲשֶ ר פָתַ ר לָהֶ ם יֹוסף
(23 절)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를 잊었습니다.
()וְ ל ֹא־ ָזכַר שַ ר־הַ מַ ְשקִ ים אֶ ת־יֹוסף וַיִ ְשכָחהּ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일은 요셉이 해몽한 대로 전개되었다. 꿈을 꾼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다. 바로는 자신의 수하에 있는 종
들을 위해 잔치를 열었다. 잔치가 열리는 동안 바로는 갑자기 감옥에 갇혀 있는 술 맡은 관원장과 빵
굽는 관원장을 데려 오라고 했다. 그리고는 그들을 종들 가운데 세웠다. 바로 앞에 서는 것까지는 술
맡은 관원장이나 빵 맡은 관원장이나 동일했다. 하지만 바로의 말 한 마디에 둘의 운명은 갈리고 만다.
바로는 술 맡은 관원장을 원래대로 복직시켜 주었다. 이제 빵 굽은 관원장 차례가 되었다. 술 맡은 관
원장이 원직을 회복하는 것을 본 그는 내심 불안했다. 요셉이 해몽한 그대로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서도 한편으로는 자기 꿈에 대해서는 요셉의 해몽이 틀리기를 간절히 바랐을 것이다. 하지만 그의 절
실한 소망은 끝내 이루어지지 않았다. 바로의 입에서는 그를 사형에 처하라는 명령이 떨어졌다. 요셉
이 말한 그대로 그는 사형을 당해 나무에 달렸다.
요셉의 말대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살아났다. 어떤 이는 요셉이 꿈 해몽을 잘 한다고 그를 부러
워하거나 칭송하기도 한다. 하지만 그들을 감옥에 보낸 것도, 그들에게 꿈을 꾸게 한 것도, 그들의 꿈
을 해석해 준 것도, 그들을 판결한 것도 모두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획하
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실행하신 일이다. 이 과정에서 최대 수혜자는 누구인가? 바로 요셉
이다.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이 모든 일을 꾸미셨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기회를 이용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특별히 부탁까지 했고 그는 분명 자신이 석방될 것
으로 믿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까마득히 잊고 말았다. 성경은 그 사
실을 너무도 담담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고, 그를 잊었습니다” (창 40:23).
이쯤되면 누구나 술 맡은 관원장이 참으로 야속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죽을 뻔
한 상황에서 살아난 거 아닌가? 물론 너무 기쁜 나머지 잠시 요셉을 잊을 수 있다 해도 어떻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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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까맣게 잊을 수 있단 말인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 얼마나 신통방통한 일인가? 물론 어떤 이들
은 요셉이 꿈 해몽을 해주지 않았어도 어차피 그는 풀려나게 돼 있었다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대
부분의 사람들은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일말의 야속함이나 배신감을 느끼는 게 인지상정일 것이다.
세상에는 이런 일이 흔하게 일어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쉬울 때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
정으로 도움을 요청하지만 정작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이내 과거의 고통은 잊어버리기 일쑤다. 솔직
히 그리스도인들도 그 점에서는 세상 사람들이나 매한가지다. 다른 게 있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그 일까지 용서 받은 죄인이라는 것 뿐이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다
는 사실을 믿고 고백한 사람들이다. 자신이 죄의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진
리로 받아들인 사람들이다. 방언을 유창하게 하거나 기적을 체험해서, 또는 기도를 많이 하고 세상에
서 성공했다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아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오직 하나, 예수님의 십자
가 사건을 자신의 사건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심판으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예수 그리스
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 받으셨다. 누구나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가장 간절히 바란
것은 바로 자신의 죄 문제를 어떻게든 처리하고 싶다는 것이었을 게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직
접 해결해 주셨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를 십자가에서 처형하심
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구원이라는 놀라운 체험을 한 우리들은 지금 그 십자가를 제대로 이
해하고 있는가? 십자가 죽음은 고마운 일이나 지금 당장 내 코 앞에 닥친 문제부터 해결해 달라고 미
달리고 있지는 않는가? 눈 앞에 닥친 고통을 해결해주는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 거기서 더 나아가 죄 용서는 이미 받았으니 세상에서 체면 좀 세우고 당당히 살게 해달라고 떼
를 쓰고 있지는 않는가?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까마득하게 잊어 버린 채 다시 율
법으로 돌아가 그것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으려고 애쓰고 있지는 않는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기
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매일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람이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다. 그가 굳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일개 히브리 노예를 기억해야 할 필요
가 있겠는가? 하지만 지금 그로 하여금 요셉을 까맣게 잊게 한 것도 어찌보면 하나님이시다. 아직 하
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요셉은 또 다시 기약없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한다. 물론 하
나님은 때가 되면 더 놀라운 길로 요셉을 인도할 것이다. 하지만 솔직히 기나긴 고통 속에 사랑하는 자
녀를 방치하듯 내버려두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다. 그런 우리에게 요셉의 이야기는 많은 가
르침을 준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면 믿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옮기신다. 그곳이 우리가 원하는
곳이든 아니면 지금보다 더한 고난이 기다리는 곳이든 상관없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
신다는 사실이다. 당면한 현실이 팍팍하고 힘이 드는가? 그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
며 참고 견디라! 그러면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면류관으로 보상하실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요셉의 고난을 보며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당신은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믿
으며 인내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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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가 꿈을 꾸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41:1~8)
(1 절) 만 2 년이 지났을 때, 바로가 꿈을 꿨습니다. (חֹלם
ֵ֔ )וַיְ ִִ֕הי ִמקץ ְשנָתַ יִ ם י ִ ָָ֑מים ּופ ְַרעֹ ה
그가 보니, 그가 나일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וְ הִ נה עֹ מד עַל־הַ יְ אֹ ר
(2 절)
또 보니, 아름답고 살찐 소 일곱 마리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오고 있었고,
(שר
ָ֑ ָ ָ) וְ הִ נה ִמן־הַ יְ אֹ ר עֹֹלת שֶ בַ ע פ ֵָ֔רֹות יְ פֹות מַ ְראֶ ה ּובְ ִריאֹ ת ב
그들이 갈대 밭에서 풀을 뜯어 먹었습니다. ()ו ִַת ְרעֶינָה בָ אָ חּו
(3 절)
또 보니, 다른 흉하고 야윈 소 일곱 마리가 그들을 뒤따라 나일 강가에서 올라오고
있었고, (שר
ָ֑ ָ ָ) וְ הִ נה שֶ בַ ע פָרֹות אֲחרֹות עֹ לֹות אַ חֲריהֶ ן ִמן־הַ יְ אֵֹ֔ ר ָרעֹות מַ ְראֶ ה וְ דַ קֹות ב
그들이 나일 강 가에 있는 소들 곁에 섰습니다. (ַל־שפַת הַ יְ אֹ ר
ְ )וַתַ עֲמֹ ְדנָה אצֶ ל הַ פָרֹות ע
(4 절)
그러더니 그 흉하고 야윈 소들이 아름답고 살진 소들을 잡아 먹었습니다.
() ַות ֹאכַלְ נָה הַ פָרֹות ָרעֹות הַ מַ ְראֶ ה וְ דַ קֹ ת הַ בָ שֵָ֔ ר את שֶ בַ ע הַ פ ֵָ֔רֹות יְ פֹ ת הַ מַ ְראֶ ה וְ הַ בְ ִריאָֹ֑ ת
바로가 잠에서 깼습니다. ()וַיִ יקַ ץ פ ְַרעֹ ה
(5 절) 그는 잠들었고, 두 번째 꿈을 꿨습니다. ()וַיִ ישִָ֕ ן ַו ַיחֲֹלם ש ִנָ֑ית
그가 보니, 좋고 풍성한 이삭 일곱 개가 한 줄기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וְ הִ נה שֶ בַ ע ִשבֳּלִ ים עֹ לֹות בְ קָ נֶה אֶ חָ ד בְ ִריאֹות וְ טֹ בֹות
(6 절)
또 보니, 동쪽에서 부는 바람에 야위고 가는 이삭 일곱 개가 그들 뒤따라 나오고 있었
습니다. (ּושדּופֹ ת קָ ִ ָ֑דים צֹ ְמחֹות אַ חֲריהֶ ן
ְ ) וְ הִ נה שֶ בַ ע ִשבֳּלִֵ֔ ים דַ קֹות
(7 절)
그런데 그 가는 이삭들이 풍성하고 잘 여문 일곱 이삭들을 삼켜버렸습니다.
()ו ִַתבְ ַלעְ נָה הַ ִשבֳּלִ ים הַ דַ ֵ֔קֹות את שֶ בַ ע הַ ִשבֳּלִֵ֔ ים הַ בְ ִריאֹות וְ הַ ְמל ָ֑אֹות
바로가 잠에서 깨어 보니 꿈이었습니다. ()וַיִ יקַ ץ פ ְַרעֹ ה וְ הִ נה חֲלֹום
(8 절) 그날 아침, 그의 마음이 뒤숭숭하여 (רּוחֹו
ֵ֔ )וַיְ הִ י בַ בֹ קֶ ר ו ִַת ָפעֶם
그는 사람을 보내어 이집트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 ָָמיה
ָ֑ ֶ )וַיִ ְשלַח וַיִ קְ ָרא אֶ ת־כָל־חַ ְרטֻמי ִמצְ ַריִ ם וְ אֶ ת־כָל־ ֲחכ
바로가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했습니다. (ֲֹלמֹו
ֵ֔ )וַיְ סַ פר פ ְַרעֹ ה לָהֶ ם אֶ ת־ח
그러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וְ אין־פֹותר אֹותָ ם לְ פ ְַרעֹ 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고 빵 맡은 관원장이 처형된 지 어느덧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요셉은
이제나 저제나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소식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감옥 대장을 통해 슬쩍 물
어 보기도 했을 것이다. 분명 하나님이 자신에게 알려준 해몽대로라면 술 맡은 관원장은 벌써 복직이
되어 바로의 시중을 들고 있을 것이다. 자신이 해몽까지 해주며 간곡하게 부탁 했으니 분명히 자기를
기억해 줄 것이라 믿고 기다렸다. 그런데 그의 바람은 수포로 돌아갔다. 아마도 요셉은 희망을 접고 다
시 예전처럼 일상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어느 새 요셉조차도 술맡은 관원장에게 꿈 해몽
을 해준 사실을 잊어버릴 정도로 시간이 흘러갔다. 어느덧 그의 나이도 서른이 되었다. 아버지 집을 떠
난지도 무려 13 년이 지났지만 요셉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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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은 희망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 인간의 소망은 바닥을 치고 산산히 깨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와 상관없이 자신의 때에 작정하신 대로 일하신다. 그리고 드디어 때가 되었다. 하
나님이 이번에는 바로에게 꿈을 주셨다. 그것도 두 번이나 연거푸 꿈을 꾸게 하셨다. 첫 번째 꿈은 아
름답고 살진 일곱 마리의 소와 흉하고 야윈 일곱 마리의 소에 대한 꿈이었다. 바로의 꿈에 아름답고 살
진 소 일곱 마리가 먼저 나타났는데 뒤이어 흉하고 야윈 일곱 마리의 소가 나타나서는그들을 다 잡아
먹어버렸다. 바로는 놀라서 잠에서 깼다. 꿈이었다. 바로는 곧 다시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꿈을 꿨다. 실하고 풍성한 이삭 일곱 개가 한 줄기에서 나오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동쪽에서
부는 바람에 야위고 가는 이삭 일곱 개가 나오더니 앞에 나온 풍성하고 잘 여문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바로는 다시 잠에서 깨어났다. 꿈은 너무도 생생했고 기분은 찜찜했다. 처음 그가 본 아름답고 살진 일
곱마리의 소를 흉하고 야윈 소가 잡아먹어 버린데다 잘 익은 좋은 이삭 일곱도 쭉정이 일곱이 삼켜 버
렸다. 누가보아도 흉몽이다. 게다가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 아닌가? 자기에게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
어나면 나라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 그는 도대체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했다.
꿈 속에서 바로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바로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 자신을 보았다는 것은 그가 꿈
을 꾼 당사자이면서 동시에 꿈속에 직접 등장하여 꿈에서 일어난 일을 목격한 사람이기도 하다는 뜻
이다. 그는 꿈을 꾼 주체인 동시에 자신의 꿈 속에서 펼쳐지는 광경을 목격한 자다. 그런데 왕 자신이
꿈에 직접 등장하지 않아도 꿈의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신이 꿈의 일부가 되었
다는 것은 이 일이 자기 당대에 자신의 눈 앞에서 펼쳐질 것을 의미한다. 바로의 꿈속에서 일어난 그
일을 바로가 직접 경험하게 될 것임을 강하게 암시하고 있는 것이다.
꿈 속에서 바로는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 오늘날도 그렇지만 당시 나일강은 이집트의 생명이요 젖줄
이었다. 나일강으로부터 공급되는 물은 이집트의 경제와 사회의 안정을 보장해주는 가장 중요한 자
원이었다. 바로가 그 나일 강가에 서 있었다는 것은 앞으로 이집트 전체에 엄청난 엄청난 변화를 초래
할 사건이 일어날 것을 암시한다. 또한 당시 풍요의 신으로 숭배하던 ‘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 왔다
는 점은 이 꿈이 단순히 사회, 경제적인 문제를 초월하여 그 당시 이집트 땅을 지배하던 신에 관한 어
떤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했다. 하나님은 그들이 믿는 풍요의 신을 꿈속에 등장시킴으로써 그 신들
은 아무 것도 아니며 요셉이 믿는 하나님만이 만물을 지배하고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신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하나님은 이집트 왕 바로의 꿈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해 나가는 신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점을 알려주고 싶으셨다. 바로의 꿈에 등장한 소는 단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소품에 불
과했다.
바로는 마음이 뒤숭숭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꿈도 꿈이지만 자신이 꿈의 일부가 되어 그것
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더 찜찜했다. 그는 아침 일찍 일어나 급히 신하들을 불러 이집
트에 있는 모든 마술사들과 지혜로운 사람들을 불러 모으게 했다. 그리고는 그들 앞에서 자신의 꿈을
이야기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 꿈을 해석해 내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도 그럴 것이 바
로의 꿈은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이도 하나님뿐이다. 바로는
답답했다. 이집트에 이런 꿈 하나 속시원하게 해몽해 주는 이가 없었으니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
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 어찌 인간들의 좁은 생각으로 감히 하늘의 일을 가늠할 수가 있겠는가?
바로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고, 더욱이 요셉과
그의 아버지 집을 위해 그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간들도 그 꿈이 의미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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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를 알아낼 재간이 없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
다. 죄인인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신비한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에 대해 사도 바
울은 이렇게 설명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
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
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의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
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고전 2:11-13).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우리가 마음 속에 지니고 있는 그 진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직 그것은 하나님 만이 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요셉을 통해 바로
의 꿈을 해석해 주려 하신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 세상 누구도 해석해 낼 수 없는 꿈을 주셨고, 또 이
일을 위해 미리 요셉을 감옥에 보내어 준비시키셨다. 이제 그 때가 된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의 진
리를 받은 사람들이다.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을 떠 안은 채 삶이 해석이 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사
람들에게 성령의 지혜로 이를 해석해 주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 그것이 전도다. 당신은 세상에
서 복잡한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그들에게 그리스도
의 복음을 전한 적이 있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다를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당신이 꺠닫게 된 것은 무
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를 깨닫고 나서 당신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다른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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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이 꿈들을 해석했습니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41:9~13)
(9 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וַיְ דַ בר שַ ר הַ מַ ְש ֵ֔ ִקים אֶ ת־פ ְַרעֹ ה לאמָֹ֑ ר
오늘 제가 제 잘못을 언급하려 합니다. ()אֶ ת־חֲטָ ִ֕ ַאי אֲנִ י מַ זְכִ יר הַ יֹום
(10 절)
바로께서 그의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떡 굽는 관원장을 경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셨
을 때, ()פ ְַרעֹ ה קָ צַ ף עַל־עֲבָ ָ ָ֑דיו וַיִ תן אֹ ִתי בְ ִמ ְשמַ ר בית שַ ר הַ טַ בָ ִֵ֔חים אֹ ִ֕ ִתי וְ את שַ ר הָ אֹ פִ ים
(11 절)
저희가 같은 날에 꿈을 꿨습니다. () ַונַחַ לְ מָ ה חֲלֹום בְ לַיְ לָה אֶ חָ ד אֲנִ י ו ָָ֑הּוא
저희는 각각 다른 뜻을 가진 꿈을 꿨습니다. () ִאיש כְ פִ ְתרֹון חֲֹלמֹו חָ ל ְָמנּו
(12 절)
그곳에는 저희와 함께 경호대장의 종 히브리 소년이 있었습니다.
() וְ שָ ם ִאתָ נּו ַנעַר עִ בְ ִרי עֶבֶ ד לְ שַ ר הַ טַ בָ ֵ֔ ִחים
저희는 그에게 말했고, 그가 우리를 위해 우리 꿈들을 해석하였습니다.
(ֶר־לֹו וַיִ פְ תָ ר־לָנּו אֶ ת־חֲֹלמֹ ָ֑תינּו
ֵ֔ )וַנְ סַ פ
그는 각각 꿈에 따라 해석을 하였습니다. () ִאיש ַכחֲֹלמֹו פָתָ ר
(13 절)
그리고 그가 저희에게 해석한 대로 되었습니다. ()וַיְ הִ י ַכאֲשֶ ר פָתַ ר־לָנּו כן הָ יָ ָ֑ה
그 (바로)가 저를 원래 자리로 복귀시켰고 ()אֹ ִתי ה ִשיב עַל־כַנִי
그 (바로)는 그 (떡 굽는 관원장)을 매달았습니다. ()וְ אֹ תֹו תָ לָ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로는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알아내기 위해 이집트 전역에서 용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들
였다. 하지만 그 중 누구도 바로의 꿈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 그때 마침 술 맡은 관원
장은 바로를 최측근에서 보필하면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 그에게 불현듯 떠오르는
사람이 있었다. 바로 2 년전 자신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히브리 청년이었다. 그 동안 그는 그 청년의 부
탁을 까맣게 잊고 살았다. 아니 일부러라도 잊고 싶었을 것이다. 어떤 연유로 잠시나마 한 감옥살이라
해도 그 일은 그에겐 두 번 다시 떠올리기 싫은 일이었으리라. 그래서 그는 무의식적으로 감옥에서 있
었던 일은 잊고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 누구도 아닌 왕이 꿈 때문에 고민하고 있자 그는 그 꿈을 해
몽해 줄 사람은 그 히브리 청년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가 2 년전 이상한 꿈을 꾸고 밤새 고
민하고 근심했을 때 요셉이 꿈 해몽을 해 주었고 신기하게도 그가 말한 대로 이루어졌다. 그는 자신이
직접 체험한 일이기에 그 히브리 청년의 말을 신뢰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는 섣불리 그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을 것이다. 그 히브리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위
해서는 예전에 있었던 불미스런 일을 끄집어 내야 하기 때문이다. 벌써 2년이나 지난 일이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그 일은 되살아날 수 밖에 없다. 그는 망설여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
를 내어 바로에게 다음과 같이 요셉을 소개했다.
“오늘 제가 제 잘못을 언급하려 합니다. 바로께서 그의 종들에게 노하셔서 저와 빵 굽는 관원장을 경
호대장 집 감옥에 가두셨을 때, 저희가 같은 날에 꿈을 꿨습니다. 저희는 각각 다른 뜻을 가진 꿈을 꿨
습니다. 그곳에는 저희와 함께 경호 대장의 종 히브리 청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에게 말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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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리를 위해 우리 꿈들을 해석하였습니다. 그는 각각 꿈에 따라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희에게 해석한 대로 되었습니다. 그 (바로)가 저를 원래 자리로 복귀시켰고, 그 (바로)는 그 (떡 굽는
관원장)를 매달았습니다.” (창 41:10~13).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이름도 몰랐다. 그는 요셉을 경호 대장의 종이며 히브리 청년이라고 소개하
고 있다. 그가 지금 이렇게 용기를 내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직접 겪은
체험 때문이다. 게다가 그 체험은 너무도 강렬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기와 빵 굽는 관원장에게 일
어난 일을 한 마디로 다음과 같이 요약했다. “그가 저희에게 해석한 대로 되었습니다.” 이 말 외에 더
이상 어떤 설명이 필요하겠는가? 하나님은 요셉의 입에 그가 할 말을 넣어 주셨고 요셉은 그대로 대
언만 했을 뿐이다. 그런데 역사가 일어났다. 그들의 운명은 요셉이 말한 대로 되었다. 왜 하나님은 그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주고 요셉에게 지혜를 주어 꿈 해몽을 하게 하셨을까? 바로 지금 이 순간
을 위해서였다.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꿈 해석이 신빙성이 있을 뿐 아니라 대단히 정확하다는 사실
을 몸소 체험했다. 사실 그 체험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하신 일이다.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이 일
을 경험했을 때 아마도 그는 요셉이 어떻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꿈을 통해 자신의 운명을 예측할 수
있었는지 모골이 송연했을 것이다.
그에게 이런 체험을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때를 위해서다. 그는 자기가 겪은 체험을
언급하면서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하는 장면에서 ‘전도’
라는 두 글자가 떠오른다. 전도는 복음에 관해 자신이 겪은 체험을 남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
스도인이 복음을 체험하는 시작점은 자기 실존에 대한 깨달음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죽을 수 밖에
없는 죄인이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죄를 도저히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깨닫는것이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처리되었고, 자격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알게 하신
것이다.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이 전도다. 그렇기에 전도는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지
를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술 맡은 관원장도 마찬가지다. 그는 기억하기 싫은 지나간 과오를 다시
들추어 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상세
하게 설명했다. 그가 한 행동은 전도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셈이다.
물론 요셉은 예수님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이 꾼 꿈을 해석해 준 사람에 불
과하다. 그런데도 술 맡은 관원장은 불미스런 자신의 과오를 다시 꺼내면서까지 바로에게 요셉을 소
개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떠한가? 예수님은 분명 우리의 모든 죄를 등에 짊어지고 골고다로 오르
신 분이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피흘리심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침묵하고 있다. 많
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 문제에 갇혀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데도 그들에게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는
커녕 침묵만 하고 있다. 침묵은 금이라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있어서는 침
묵은 악이다. 복음에 대한 침묵은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다. 당신은 전하는 자인가? 아니며 침묵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자인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누군가를 전도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이 체험한 복음을 기쁘게 전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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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이 바로 앞에 서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41:14)
(14 절)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불렀습니다. (ת־יֹוסף
ֵ֔
ֶ)וַיִ ְשלַח פ ְַרעֹ ה וַיִ קְ ָרא א
그들이 그를 신속히 옥에서 데려왔습니다. ()וַיְ ִריצֻהּו ִמן־הַ ָ֑בֹור
그는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 입었습니다. (ֹלתיו
ָ ֵ֔ )וַיְ ַגלַח וַיְ חַ לף ִש ְמ
그리고 그는 바로에게 갔습니다. () ַו ָיב ֹא אֶ ל־פ ְַרעֹ 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술 맡은 관원장으로부터 감옥에 갇혀 있는 한 히브리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로는 당장 요
셉을 자기에게 데려 오라고 했다. 이집트 전체를 호령하는 왕 바로가 겨우 꿈 하나 때문에 온 왕궁을
발칵 뒤집어 놓더니 이제는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한 이방 청년을 데려 오라고 한다. (적
어도 지금까지 요셉의 무고함은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그런 죄인을 바로가 왕궁에까지 불러들여 독
대한다는 건 지극히 비상식적인 처사다. 하지만 지금 바로에게는 그런 건 안중에도 없다. 그만큼 그에
게 꿈이 중요했고, 반드시 그 꿈의 의미를 알아내야 했다. 그는 꿈의 내용을 온전히 이해하지 않고는
제대로 정사를 돌볼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이처럼 바로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든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런데 바로 그때 술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요셉을 소개했다. 바로 입장에서는 밑져야
본전이겠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일이었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술 맡은 관
원장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 조심스럽게 말했고 이를 들은 바로는 당장 요셉을 불러오라고 명령했다.
바로의 명령을 들은 신하들은 갑자기 분주해졌다. 감옥에 있는 요셉을 불러내 수염도 깨끗이 깎고 정
갈한 새 옷으로 갈아 입혔다. 죄수복을 입은 채 바로 앞에 설 수는 없기 때문이다. 단장을 마친 요셉은
드디어 바로가 있는 왕궁으로 들어갔다.
바로가 누구인가? 당시 이 세상에서 가장 막강한 이집트를 다스리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력
의 최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런 바로 앞에 히브리에서 노예로 팔려 온 이름없는 한 이방 청년이
서 있다. 그는 바로와 마주할만한 자격이 없는 미천한 자다. 그는 히브리인이고, 종으로 팔려 왔다가
지금은 죄인이 되어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 하찮은 존재일 뿐이다. 그런 그가 지금 죄수복을 벗고 왕 앞
에 설 때 입는 옷으로 갈아 입고는 바로 앞에 당당하게 꿈을 해석해 주는 자로 서 있다.
물론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은 무리지만 요셉이 바로 앞에 서는 장면을 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때를 생각해 본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요 게다가 이방인이다. 우리에겐 하나님도 없었고, 소망도
없었다. 하물과 죄로 인해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였다. 그런 우리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이땅에 육
신을 입고 오셨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지극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복음은 죄인
을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죄를 용서 받는 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으며, 우리들에게 새로운 옷을 입혀주었다. 그 옷은 빛나는
갑옷,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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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왔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
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
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롬 13:11-14).
이 구절은 성 어거스틴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깨닫게 된 바로 그 구절이다. 그리스도인
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에 우리가 예수님
처럼 보인다는 말이다. 에서의 옷을 입고 손목에 염소의 털을 뒤집어 쓰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받
으러 갔던 야곱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로 위장한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를 보실 때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가 입은 옷을 보고 판단하신다. 그렇기에 누구든 비록 선한 일
을 많이 하지 못하고 오히려 감옥에 갇혀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이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
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
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갈 3:26-29).
요셉은 죄인의 옷을 벗고 바로 앞에 설 때 입어야 하는 옷으로 갈아 입었다. 그 옷을 입고 자격없는 그
가 바로 앞에 선 것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 순간을 손꼽아 기다리셨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바로에게
이 세상 누구도 해석해 낼 수 없는 특별한 꿈을 꾸게 하셨다. 그보다 앞서 바로를 보필하는 두 관원장
을 감옥으로 보내 요셉으로 하여금 그들을 시중들게 하셨고, 그들에게 꿈을 주셨으며, 요셉에게 그 꿈
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도 주셨다. 그리고 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이제는 바로에게 꿈을 주셨다. 그리
고 요셉을 바로 앞에 세우셨다. 이보다 더 극적인 사건이 어디에 있겠는가? 아마도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요셉이 열심히 살아서 이런 좋은 일이 생겼다고 말할 것이다. 요셉 개인에게 너무 몰
입되어 요셉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옳고 누구에게나 본이 되는 사람이라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가 지금 바로 앞에 설 수 있게 된 것은 요셉이 자기가 맡은 일을 성실하게 수행해왔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이다.
요셉이 바로 앞에 서기까지 그가 내세울 공로는 없다. 그렇기 때문이 지금 이 순간 요셉은 그리스도를
닮았다기보다는 오히려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과 유사하다. 요셉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감옥을
나올 수 없었다. 설령 모법수로 감옥을 나온다 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종일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감
히 인간들이 생각할 수 없는 기발한 방법으로 요셉을 감옥에서 꺼내셨고 바로 앞에 세우셨다. 구원받
은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우리들이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도리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십자가를 통해 자기 아들을 죽이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덕분
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것이 복음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오늘이라도 당장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습니까? 그 담대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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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마음에 드는 답을 하실 겁니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41:15~37
ל־יֹוסף( (15 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
) ַוי ֹאמֶ ר פ ְַרעֹ ה אֶ
)חֲלֹום חָ ֵַ֔ל ְמ ִתי ּופֹ תר אין אֹ ָ֑תֹו( 내가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다.
내가 너에 대해서 들었는데 “너는 꿈을 들으면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 하더라.
) ַואֲנִ י שָ מַ עְ ִתי ָעלֶיָך לאמֵֹ֔ ר ִת ְשמַ ע חֲלֹום לִ פְ תֹ ר אֹ תֹו(
) ַו ַיעַן יֹוסף אֶ ת־פ ְַרעֹ ה לאמֹ ר( (16 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드는 답을 하실 것입니다.
ת־שלֹום פ ְַרעֹ ה(
ֱֹלהים ַי ֲענֶה אֶ ְ
)בִ לְ ע ָ ָָ֑די א ִִ֕
ל־יֹוסף( (17 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דַ בר פ ְַרעֹ ה אֶ
ַל־שפַת הַ יְ אֹ ר( 내 꿈 속에서 나는 나일 강 가에 서 있었다.
ֲֹלמי הִ נְ נִ י עֹ מד ע ְ
)בַ ח ִִ֕
)(18 절
내가 보니, 아름답고 살진 소 일곱 마리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오고 있었고,
) וְ הִ נה ִמן־הַ יְ אֹ ר עֹֹלת שֶ בַ ע פ ֵָ֔רֹות בְ ִריאֹות בָ שָ ר וִ יפֹ ת תָֹ֑ אַ ר(
)ו ִַת ְרעֶינָה בָ אָ חּו( 그들이 갈대 밭에서 풀을 뜯어 먹었다.
)(19 절
또 보니, 다른 흉하고 야윈 소 일곱 마리가 그들을 뒤따라 나일 강가에서 올라오고
שר( 있었다.
)וְ הִ נה שֶ בַ ע־פָרֹות אֲחרֹות עֹ לֹות אַ חֲריהֵֶ֔ ן דַ לֹות וְ ָרעֹות תֹ אַ ר ְמאֹ ד וְ ַרקֹות בָ ָ ָ֑
나는 그렇게 흉한 것들을 이집트 땅에서 본 적이 없다.
יתי כָהנָה בְ כָל־אֶ ֶרץ ִמצְ ַריִ ם לָרֹ ַע(
ֹא־ר ִא ִ
)ל ָ
)(20 절
그러더니 그 흉하고 야윈 소들이 먼저 있던 살진 소들을 잡아 먹었다.
) ַות ֹאכַלְ נָה הַ פ ֵָ֔רֹות הָ ַרקֹות וְ הָ ָרעָ֑ ֹות את שֶ בַ ע הַ פָרֹות הָ ִראשֹ נֹות הַ בְ ִריאֹ ת(
)(21 절
그들이 그 소들을 먹었으나, 그들이 그 소들을 먹었는지 알 수 없었다.
) וַתָ ב ֹאנָה אֶ ל־קִ ְרבֶ נָה וְ ל ֹא נֹודַ ע כִ י־בָ אּו אֶ ל־קִ ְר ֵ֔ ֶבנָה(
왜냐하면 그들은 처음처럼 흉했다. 그리고 나는 꿈을 깼다.
) ּומַ ְראיהֶ ן ַ ֵ֔רע ַכאֲשֶ ר בַ ְתחִ לָ ָ֑ה ו ִָאיקָ ץ(
)(22 절
ֲֹלמי( 그리고 나는 내 꿈에서 보았다.
)וָא ֶרא בַ ח ִ ָ֑
내가 보니 좋고 풍성한 이삭 일곱 개가 한 줄기에서 나오고 있었다.
) וְ הִ נה שֶ בַ ע ִשבֳּלִ ים עֹ ֹלת בְ קָ נֶה אֶ חָ ד ְמלאֹ ת וְ טֹ בֹות(
)(23 절
또 보니, 동쪽에서 부는 바람에 야위고 시들고 가는 이삭 일곱 개가 그들 뒤따라 나왔
)וְ הִ נה שֶ בַ ע ִשבֳּלִֵ֔ ים צְ נ ֻמֹות דַ קֹות ְשדֻפֹות קָ ִ ָ֑דים צֹ ְמחֹות אַ חֲריהֶ ם( 다.
)(24 절
그런데 그 가는 이삭들이 좋은 일곱 이삭들을 삼켜버렸다.
) ו ִַתבְ לַעְ ן ָ הָ ִשבֳּלִ ים הַ דַ קֵֹ֔ ת את שֶ בַ ע הַ ִשבֳּלִ ים הַ טֹ ָ֑בֹות(
)וָאֹ מַ ר אֶ ל־הַ חַ ְרט ִֵֻ֔מים וְ אין מַ גִ יד לִ י( 내가 마술사들에게 말했지만 내게 말하는 자가 없다.
) ַוי ֹאמֶ ר יֹוסף אֶ ל־פ ְַרעֵֹ֔ ה( (25 절) 요셉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חֲלֹום פ ְַרעֹ ה אֶ חָ ד ָ֑הּוא(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את אֲשֶ ר הָ אֱֹלהִ ים עֹ שֶ ה הִ גִ יד לְ פ ְַרעֹ 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6 절
)שֶ בַ ע פָרֹ ת הַ טֹבֹ ת שֶ בַ ע שָ נִ ים ֵ֔הנָה( 좋은 소 일곱 마리는 7년입니다.
)וְ שֶ בַ ע הַ ִשבֳּלִ ים הַ טֹ ֵ֔ ֹבת שֶ בַ ע שָ נִ ים ָ֑הנָה( 좋은 이삭 일곱 개도 7년입니다.
)חֲלֹום אֶ חָ ד הּוא( 꿈은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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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절)

그들을 뒤따라 올라온 흉하고 야윈 소 일곱마리는 7년입니다.
() וְ שֶ בַ ע הַ פָרֹות הָ ַרקֹות וְ הָ ָרעֹ ת הָ עֹ ֹלת אַ חֲריהֶ ן שֶ בַ ע שָ נִים ֵ֔הנָה
동쪽에서 부는 바람에 야위고 속이 빈 이삭 일곱 개도 7년간의 흉년입니다.
()וְ שֶ בַ ע הַ ִשבֳּלִ ים הָ ר ֵ֔קֹות ְשדֻפֹות הַ קָ ִ ָ֑דים יִ הְ יִ֕ ּו שֶ בַ ע ְשני ָרעָב
(28 절)
이것이 제가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셨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 הּוא הַ דָ ֵ֔ ָבר אֲשֶ ר ִדבַ ְר ִתי אֶ ל־פ ְַר ָ֑ ֹעה אֲשֶ ר הָ אֱֹלהִ ים עֹ שֶ ה הֶ ְראָ ה אֶ ת־פ ְַרעֹ ה
(29 절)
보소서. 7 년간의 풍년이 온 이집트 땅에 올 것입니다.
()הִ נה שֶ בַ ע שָ נִ ים בָ ָ֑אֹות שָ בָ ע גָדֹול בְ כָל־אֶ ֶרץ ִמצְ ָריִם
(30 절)
그 뒤에 7 년간의 흉년이 일어날 것입니다. ()וְ קָ מּו שֶ בַ ע ְשני ָרעָב אַ חֲריהֵֶ֔ ן
이집트 땅의 모든 풍성함이 잊혀질 것입니다. (נִשכַח כָל־הַ שָ בָ ע בְ אֶ ֶרץ ִמצְ ָ ָ֑ריִ ם
ְ ְ)ו
그 기근이 이 땅을 파괴할 것입니다. ()וְ כִ לָה הָ ָרעָב אֶ ת־הָ אָ ֶרץ
(31 절)
이 땅의 풍성함은 뒤따르는 기근 때문에 잊혀질 것입니다.
() וְ ל ֹא־יִ ּוָדַ ע הַ שָ בָ ע בָ ֵ֔ ָא ֶרץ ִמפְ ני הָ ָרעָב הַ הּוא אַ חֲרי־כָ֑ן
왜냐하면그 기근은 매우 심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כִ י־כָבד הּוא ְמאֹ ד
(32 절)
바로에게 그 꿈이 2번 반복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להים
ִֵ֔ ) וְ עַל הִ שָ נֹות הַ חֲלֹום אֶ ל־פ ְַרעֹ ה ַפע ָ ֲָ֑מיִ ם כִ י־נָכֹון הַ דָ בָ ר מעִ ם הָ א
하나님께서 이 일을 곧 행하실 것입니다. (עשֹתֹו
ֲ ּוממַ הר הָ אֱֹלהִ ים ַל
ְ )
(33 절)
지금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보시고, 그에게 이집트 땅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ישיתהּו עַל־אֶ ֶרץ ִמצְ ָריִם
ִ ִ)וְ עַתָ ה י ֶרא פ ְַרעֵֹ֔ ה ִאיש נָבֹון וְ חָ כָ ָ֑ם ו
(34 절)
바로께서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יעֲשֶ ה פ ְַרעֵֹ֔ ה
이 땅에 감독관들을 임명하시고, 7년의 풍년 동안 이집트 땅 (수확)의 5분의 1 을 거두
시기 바랍니다. () וְ יַפְ קד פְ קִ ִדים עַל־הָ ָ ָ֑א ֶרץ וְ חִ מש אֶ ת־אֶ ֶרץ ִמצְ ַ ֵ֔ריִ ם בְ שֶ בַ ע ְשני הַ שָ בָ ע
(35절)
그들이 앞으로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모으게 하시기 바랍니다.
() וְ יִ קְ בְ צּו אֶ ת־כָל־אֹ כֶל הַ שָ נִים הַ טֹ ֵ֔ ֹבת הַ בָ אֹ ת הָ ָ֑אלֶה
그리고 그들이 그 곡물을 도시의 식량으로 바로의 손에 쌓아 놓게 하시고, 그것을
지키게 하시기 바랍니다. ()וְ יִ צְ בְ רּו־בָ ר תַ חַ ת יַד־פ ְַרעֹ ה אֹ כֶל בֶ ע ִָרים וְ שָ מָ רּו
(36 절)
그리고 그 식량이 이집트 땅에 있을 흉년에 대비하여 이 땅에 저장되어 있도록 하시
기 바랍니다. () וְ הָ יָה הָ אֹ כֶל לְ פִ קָ דֹון ל ֵ֔ ָָא ֶרץ לְ שֶ בַ ע ְשני הָ ָר ֵָ֔עב אֲשֶ ר ִתהְ יֶין ָ בְ אֶ ֶרץ ִמצְ ָ ָ֑ריִ ם
그러면 이 땅이 기근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א־תכָרת הָ אָ ֶרץ בָ ָרעָב
ִ )וְ ל
(37 절) 이 말이 바로의 눈에 그리고 그의 신하들의 눈에 좋았습니다.
()וַיִ יטַ ב הַ דָ בָ ר בְ עיני פ ְַר ָ֑ ֹעה ּובְ עיני כָל־עֲבָ דָ י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요셉은 바로 앞에 섰다. 바로는 요셉에게 왜 그를 이곳까지 부르게 됐는지 직접 설명하고 있다. 바로
는 자신이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었으며 그러던 중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
다고 했다. 바로는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요셉을 소개 받았다고 말한다. 그러자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으며 그분이 답을 주실 거라고 말했다. 요셉
은 지금 진실을 말하고 있다. 그가 대단한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바로 앞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
추고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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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면서 겸손에 관한 말을 많이 듣는다. 겸손이란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남을 존중하고 자
신을 내세우지 않음’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자신에게 내세울 만한 것이 있지만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
렇게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겸손이란 자격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사전적인
의미대로라면 요셉은 이 순간 겸손한 것이 아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다. 요셉에게는 꿈을
해석할 능력이 없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는 어떠한 꿈도 제대로 해석해 줄 수
없다. 그의 해몽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겸손이라는 말을 교만의 반대말 정도로생각한다. 교만은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
이다. 교만한 사람은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기가 가진 능력을 자랑하고 드러내려 한다. 하지만
겸손한 사람은 상대를 배려하여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
다. 둘 모두 그만한 힘과 능력을 실제로 갖추고 있을 때 드러나는 속성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은 바로 앞에서 결코 겸손한 게 아니다. 그는 정말로 힘과 능력이 없는 자다. 그리
고 그 사실을 진실되게 말했을 뿐이다. 능력도 없는 사람이 있는 척하면 그건 교만한 게 아니라 허세
를 부리는 거다. 지금 요셉이 바로에게 하는 말 속에는 그리스도인들이 갖추어야 할 태도가 담겨 있다.
바로 존재에 대한 자각이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켈빈의 주장을 다섯 가지로 정리한 용
어가 있는데 각각의 앞 글자만 따서 튤립(TULIP)이라고 말한다. 그 중에 전적 타락 (Total Depravity)
이라는 말이 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해서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구원에 털끝만한 기여도 할 수 없
다는 말이다. 이와 반대편에 선 아르메니안주의들은 인간이 완전히 타락한 것은 아니며 선과 악을 구
분하여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남아있다고 보았다. 적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다.
두 견해의 차이는 얼핏 들으면 종이 한 장 차이다. 인간이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의 구원조차 선택해
서 받아들일 능력이 없다는 주장과 적어도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은
갖고 있다는 주장이다. 언뜻 들으면 둘 다 별 차이가 없는데 왜 그렇게 심하게 다투느냐고 반문하는 사
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둘의 주장은 실제로는 하늘과 땅만큼의 큰 차이가 있다. 만약 아르메
니안 주의자들의 견해를 따른 다면 구원은 전적으로 인간에게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
무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해도 인간 스스로가 믿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인간의 구원을 위
해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을 할 수 없다는 논리가 된다. 이와는 반대로 전적 타락이란 바로 구원의 선택권을 하나님
께 돌린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본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캘빈의 주장에 동의한다 (다른 주장을 하는 분들의 생각을 바꾸거나 반박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전적 타락에 대해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캘빈이 주장하는 전적 타락이라는 관점에
서 본다면 지금 요셉은 전적 무능력자로 바로 앞에 서 있다. 요셉은 그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높이고자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면 요셉은
이렇게 바로 앞에 설 수가 없다. 만약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간섭하지 않고 그를 여기까지 이끄시지 않
았다면 그는 아마도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지도 모른다. 이상한 꿈을 꾸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때문에
형들의 분노를 야기하지도 않았을 것이며, 이집트에까지 팔려와 이런 고난을 당하지도 않았을 것이
다. 아마도 야곱 가문의 장자로 형들의 시기를 받기는 했겠지만 여전히 아버지 밑에서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의 삶에 일어난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는 그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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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도하심대로 살았을 뿐이다. 하나님이 그를 종으로 팔아 이집트로 왔고, 하나님이 감옥에 보내어
감옥살이를 했으며, 하나님이 꿈을 해몽하는 지혜를 주셔서 그대로 따랐을 뿐이다. 그는 그렇게 보디
발의 종으로 수 년을 살았고, 죄인으로 감옥에서도 수 년을 보냈다. 그것이 이집트에서의 그의 삶이다.
그런데 단 한 번의 꿈 해몽으로 그는 바로 앞에 서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에게서 뭔가 남다른
점을 찾아 본받으려고 애를 쓴다. 물론 인간적으로 본받을 만한 면이 없지는 않다. 하지만 성경은 단
지 요셉을 통해 도덕적인 교훈을 주고자 쓰여진 책이 아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구
속 사역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요셉은 그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남보다 자
기가 잘나고 능력이 출중해서 바로 앞에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기에 가
능한 일이었음을 깨달은 자다. 성경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깨달음을 준다.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역시도 요셉과 같은 자각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은 우리가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전적인 무능력과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는 동의어다. 구원에 우리의 힘을 조
금이라도 보탤 수 있다면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는 사라진다. 구원은 하나님의 사역 100, 우리의 공
로 0 이라는 사실에 대한 깨달음인 동시에 우리의 실존에 관한 자기고백이다.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의 꿈을 상세하게 이야기했고, 요셉은 이에 대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해
석을 했다. 요셉의 해몽은 바로와 신하들의 탄복을 자아냈다. 하나님은 수수께끼같은 바로의 꿈을 통
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 주셨고, 요셉의 입을 통해 그 수수께끼를 직접 풀어 주셨다. 그리고 더 나
아가 자격없는 요셉을 이집트의 총리로 만들어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이끌어
오는 계기를 만드셨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와야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그들을 선택하여 이집트에서 400년 간의 긴 종
살이를 겪게 한 후 출애굽시킴으로써 묶임에서 풀려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보여 주셨다. 그렇
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요셉의 형통이 마냥 좋기만 한 것은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앞으로
그들 앞에 펼쳐질 역사가 장밋빛 대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들의 후손들은 400년 동안 이집트의 노
예로 고통 속에서 신음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요셉의 인생을 보며 당신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그를 복받은 자요 형통한 자라고 보는 근거는 무엇
입니까? 요셉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이유가 그의 인격 때문인가요? 그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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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사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41:38~45)
(38 절)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פ ְַרעֹ ה אֶ ל־עֲבָ ָ ָ֑דיו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는가?
()הֲנִ ְמצָ א ָכ ֵֶ֔זה ִִ֕איש אֲשֶ ר רּוחַ אֱֹלהִ ים בֹו
(39 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ל־יֹוסף
ֵ֔
ֶ) ַוי ֹאמֶ ר פ ְַרעֹ ה א
하나님께서 네가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으니, (אֹותָך אֶ ת־כָל־ ָ֑ז ֹאת
ְ הֹודי ַע אֱֹלהִ ים
ִ )אַ חֲרי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다. ()אין־נָבֹון וְ חָ כָם כָמֹוָך
(40 절)
너는 내 집을 맡을 것이다. (יתי
ִ ֵ֔ )אַ תָ ה ִתהְ יֶה עַל־ב
네 말을 나의 모든 백성이 따를 것이다. ()וְ עַל־פִ יָך יִשַ ק כָל־ע ִ ַָ֑מי
이 왕좌에 대해서만 내가 너보다 더 높다. () ַרק הַ כִ סא אֶ גְ דַ ל ִממֶ ָך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요셉의 꿈해석을 들은 바로는 대단히 만족했다. 드디어 모든 의문이 풀렸다. 의문이 풀렸을 뿐만 아니
라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도 알게 되었다. 이제 요셉이 권유한대로 좋은 사람을 뽑아 7년 풍년
후에 닥칠 7 년간의 흉년을 잘 관리하면 된다. 문제는 믿고 맏길만한 인재다. 바로는 요셉의 꿈해몽을
듣는 과정에서 요셉이야말로 이 일의 적임자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다. 바로가 본 것은 요셉이라는
한 개인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과 함께 하는 하나님이었다. 그는 신하들을 보며 말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이런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루하 엘로힘’ ()רּוחַ אֱֹלהִ ים이다. ‘루하 엘로힘’이 인간에게 임하여 인간을
통해 일하신 적이 구약 성경에 13번 기록돼 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말은 인간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로 그 사람이 움직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자신의
의지를 성령님께 박탈 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가 요셉의 해몽을 듣는 과정에서 알게 된 것도 바로
그것이다. 요셉이 단순한 해몽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모든 생각을 지배하고 그를 인도하고 있음
을 간파한 것이다. 사도행전을 읽다보면 사도 바울 역시도 그랬다. 그가 2 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의 일
이다. 그는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을 지나며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했다. 그는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성을 거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가는 곳마다 교회가 굳건해지고 성도들의 수가 증
가했다. 첫 번째 여행과는 달리 방해꾼도 없었고 박해하는 자들도 없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의 전도
여행은 아무런 방해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그의 계획을 튼 것은 이방인들이
나 유대인 방해꾼들이 아니라 성령님이셨다. 성경은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브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
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
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
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행 16: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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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은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다. 바울은 지금의 터키 북부 지방인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또 다시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할 수 없이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갔다. 그곳에서 그는 환상을 보게 된다. 이 대목에서 그는 자기를 아시아 지역이 아닌 마게도니아 지
역으로 인도하신 분이 성령님임을 알게 된다. 말씀에 순종하여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와서 처음 들어
간 도시가 빌립보인데 그는 거기서 감옥에 갇히게 된다. 다음 전도지였던 데살로니가에서는 극심한
핍박으로 인해 세 번만 설교를 하고 철수를 해야 했다. 이런 핍박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끝까지 성령
이 이끄시는대로 움직였다. 그 과정에서 어떤 험난한 일이 닥치든 그는 상관하지 않았다.
요셉의 삶도 그렇다. 바로의 눈에 비친 요셉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며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형통
이 함께 하고 있는 모습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좋을 때만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이 아니다. 형들에 의
해 채색옷이 찢겨나가고 마른 웅덩이에 던져져 언제 죽을지 모르는 두려운 상황에서도, 이스마엘 상
인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끌려와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술맡은 관원장에게 해몽을 해주며 그토록 간절히 부탁했음에도 철저히 외면당한 채로 2년동안 외로
운 시간을 보낼 때에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이었
다. 하나님의 영이 요셉과 함께 한다는 것을 안 바로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께서 네가 이 모든 것을 알게 하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다. 너는 내 집을
맡을 것이다. 네 말을 나의 모든 백성이 따를 것이다. 이 왕좌에 대해서만, 내가 너보다 더 높다.”
바로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요셉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그가 아무리 면도를 하고 몸을 단정하게 하고
옷을 갈아 입었다 해도 할 일이 끝나면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야 할 처지다. 꿈 해몽을 듣고 나서 바로
가 재수감을 명하면 그는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 기약없이 감옥살이를 해야 한다. 이런 요셉에게 바로
는 실로 엄청난 말을 하고 있다. 아무리 인생사 새옹지마라고는 하지만 하루 아침에 운명이 이렇게도
달라질 수 있는가? 이 일로 요셉은 하루 아침에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지위에 오르게 된다. 분명 요셉
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했을 것이다. 그의 소원은 고작해야 억울함을 풀고 감옥에서 석방되는 것 정
도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길은 없다.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건
요원한 일이었다. 그런데 바로는 지금 온 이집트를 그에게 맡기고 있는 것이다. 요셉이 한 일이라곤 단
지 바로의 꿈을 해몽한 게 전부인데 말이다. 이런 걸 두고 인생역전이라 하지 않겠는가?세상 사람들
의 눈에는 분명히 그리 보일 것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누누히 이야기 하지만 요셉의 이야기는 인생역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다. 성실히 하나님을 섬기면
언젠가는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식의 축복 이야기도 아니다.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다. 요셉의 인생을 보며 고진감래(苦盡甘來)라는 고사성어만 떠올려서는 안 되는 이
유가 여기에 있다. 오히려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 한다. 하
나님이 그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를 통해 무엇을 이루어가시는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은 요셉의 인생에 왜 이토록 집요하게 개입하고 있을까요? 당신의 삶도 하나님 손에 잡혀
있음을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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