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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총리에 오른 요셉 (주일)
오늘의 본문 (창 41:41~45)
(41 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ל־יֹוסף
ֵ֑
ֶ) ַוי ֹּאמֶ ר פ ְַרעֹּ ה א
보라. 내가 네게 이집트 온 땅을 맡긴다. () ְראה נָתַ ִּתי אֹּ ְת ָ֔ך עַל כָל־אֶ ֶרץ ִּמצְ ָריִּ ם
(42 절) 바로는 그의 손에 있던 그의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웠습니다.
(יֹוסף
ֵ֑ ) ַויָסַ ר פ ְַרעֹּ ה אֶ ת־טַ בַ עְ תֹו מעַל יָדָ֔ ֹו וַיִּ תן אֹּ תָ ּה עַל־יַד
그리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목걸이를 그의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י־ׁשׁש ַויָשֶ ם ְרבִּ ד הַ זָהָ ב עַל־צַ וָארֹו
ָ֔ ) ַויַלְ בׁש אֹּ תֹו בִּ גְ ד
(43 절) 그리고 바로는 그가 가진 두 번째로 좋은 병거에 요셉을 태웠습니다.
(ר־לֹו
ָ֔ ֶ) ַוי ְַרכב אֹּ תֹו בְ ִּמ ְרכֶבֶ ת הַ ִּמ ְׁש ֶנה אֲׁש
그러자 그들은 그 앞에서 “엎드리라!”고 외쳤습니다. ()וַיִּ קְ ְראו לְ ָפנָיו אַ בְ ֵ֑רְך
그리고 바로는 그에게 이집트 온 땅을 맡겼습니다. ()וְ נָתֹון אֹּ ָ֔תֹו עַל כָל־אֶ ֶרץ ִּמצְ ָריִּ ם
(44 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פ ְַרעֹּ ה אֶ ל־יֹוסף
나는 바로다. ()אֲנִּ י פ ְַר ֵ֑ ֹּעה
너의 허락 없이 누구도 이집트 온 땅에서 그의 손과 그의 발을 들지 못할 것이다.
(ת־רגְ לֹו בְ כָל־אֶ ֶרץ ִּמצְ ָריִּם
ַ ֶ) ובִּ לְ עָדֶ יך ל ֹּא־י ִָּרים ִּאיׁש אֶ ת־יָדֹו וְ א
(45 절) 바로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고 하였습니다. ( ַ)וַיִּ קְ ָרא פ ְַרעֹּ ה ׁשם־יֹוסף צָ פְ נַת פַעְ נח
바로는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아내로 주었습니다.
(שה
ֵ֑ ָ ת־פֹוטי פ ֶַרע כֹּ הן אֹּ ן לְ ִּא
ִּ
ַ)וַיִּ תֶ ן־לֹו אֶ ת־אָ ְסנַת ב
그리고 요셉은 이집트 땅을 돌아다녔습니다. ()וַיצא יֹוסף עַל־אֶ ֶרץ ִּמצְ ָריִּ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로는 모든 신하들 앞에서 요셉을 총리로 임명했다. 요셉은 이집트 온 땅을 지배하는 통치자의 지위
에 올랐다. 바로는 자신의 손가락에 있던 옥새 반지를 빼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 옷을 입히
고 금 목걸이를 걸어 주었고 자신의 병거 중 두 번째로 좋은 벙거에 요셉을 태웠다. 이로써 요셉은 명
실상부한 이집트 2인자의 지위에 오르게 되었다.
옥새 반지는 바로의 힘을 상징한다. 바로가 그 반지를 빼어서 요셉에게 주었다는 것은 바로가 갖고 있
던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넘겨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는 그의 절대적 통치권을 요셉에게 모두 위
임한다는 표시로 그 반지를 요셉의 손가락에 끼웠다. 다음으로 그런 위상에 걸맞는 옷과 장신구가 필
요했다. 바로는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을 벗기고 세마포로 만든 옷을 입혔다. 세마포 옷에다 금 목걸이
를 착용하는 것은 당시 고위 관직에 오르는 사람들의 임명식 절차에 따른 것이다.
지금 요셉에게 일어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일 뿐만 아니라 이집트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이다. 그가 꿈
을 해몽하기 위해 불려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는 감옥에서 평생을 보낼 수도 있는 무기수 신세
였다. 그런 그를 바로가 명하여 불러냈고 그 앞에 서기 위해 수염을 깎고 죄수복에서 예복으로 갈아 입
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섰다. 바로도 그를 불러 꿈 해몽만 듣고는 그를 다시 감옥으로 돌려보낼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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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꿈 해몽이 끝나자 요셉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는 별안간 이집트에서 가
장 낮은 자에서 2인자의 위치로 올랐다. 그 누구도 요셉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
다. 아마 요셉조차도 그가 기대했던 것은 겨우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 정도였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읽고 섣불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을 주시는 분이니 언제나 입을 크게 벌리라
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한다.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기대하지 못한 횡재를 하거나, 자기의 노력보다 더
큰 보상을 받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다. 어떤 이는 남들보다 더 성실하게 살아가는
데도 형편은 늘 거기서 거긴 사람도 있다. 어떤 이는 앞으로 넘어져도 돈다발에 안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이는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진다. 알다시피 요셉은 한번도 하나님께 이집트의 총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다. 입을 크게 벌리고 하나님께 구한 적도 없다. 감옥에 들어간 후에도 단 한
차례 술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구해달라고 부탁했을 뿐이다. 요셉이 총리 자리
에 오른 것은 요셉이 원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 편에서 요셉이 필요해서 그자리에 요셉을 데려
다 놓은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인간 사회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바로는 요셉에게 히브리 이름 대신 ‘사브낫바네아’라는 이집트 이름을 새로 주었다. 이는 ‘세상을 구
원할 자, 풍요를 가져 올 자’ 라는 의미다. 그는 먹을 양식으로 이집트를 구한 자다. 그리고 예수님 역
시도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자신의 몸을 내어 주어 세상을 구원하셨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 예수님은 참된 양식은 이 땅의 식량이 아니라 바로 자신의 살과 피라는 것을 설명해
주셨다. 그런 점에서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삶의 그림자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요셉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신 분이다. 3년 간의 갈릴리 사역을 마친 예수님은 그의
마지막 공생애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자 3년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마음이 점점 흥분되기 시작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곧이어 왕으
로 등극하실 것으로 생각했다. 지금까지 그가 보여준 이적만 보더라도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귀신을
쫓아내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려내기까지 하신 분이 아닌가! 38년간 누워있
던 사람도 병고침을 받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었고, 나면서부터 소경된 청년도 예수님 앞에 나오자
광명을 얻고 새 삶을 살게 되었다. 게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떤가? 예수님의 능력은 이스라엘을 능
히 구원하고도 남을 것처럼 보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의 어떤 선생들보
다도 위대했다. 때론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부드러웠고, 때론 송곳처럼 날카로웠다. 제 아무리 유명한
율법학자라 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쩔쩔맸다. 그분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제자들은 벌써
부터 논공행상을 논했다. 예수님이 왕의 자리에 오르기도 전에 자기들끼지 서로 자리 다툼을 한 것이
다. 알다시피 요한과 야고보는 그 어머니가 직접 나서서 자리 부탁을 했다가 예수님께 된통 혼이나기
도 했다. 드디어 예루살렘 근처에 왔다. 예수님은 화려한 병거 대신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
셨다. 사람들은 호산나를 외치며 열렬히 환호했다.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왕이요, 그들
의 구원자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예수님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로마 군대에 의해 체포된다. 그 과정에서
열두 명의 제자 중 한 명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해 팔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세번이나 부인하
며 저주하기까지 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하던 군중들은 어느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목에 핏대를 세웠다. 불과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유대인들에게 예수
님은 왕의 재목에서 죽어야 할 중죄인으로 그 위상이 급락했다. 사람의 처지가 며칠 새 이렇게 변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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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가? 예수님은 결국 사형을 언도받고 십자가에서 처형된다. 사흘 뒤의 대역전극인 부활이 없었다
면 예수님만큼이나 운이 없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의 영광을 부러워하고 자기도 그런 영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하지만 그
누구도 다른 사람에게 억울하게 팔려가서 노예 생활과 감옥살이를 하는 건 원치 않는다. 누구나 신데
렐라가 되어 하루 아침에 지위가 격상되기를 원하지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아 대속 제물로 죽어가는
건 결코 원치 않는다. 말로는 십자가를 지겠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자기 영광을 챙기는 사람이 대부
분이다.
우리는 지금 요셉의 영광을 보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면서도 같은 생각
이 드는가? 사람들의 찬양과 환호를 한몸에 받다가 하루 아침에 십자가의 중죄인이 되어 십자가 처형
을 당한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원하는 위대한 영광을 찾기란 힘들다. 예수님은 아무 저항도 하지 않고
묵묵히 십자가를 지고 갔고, 힘 한 번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지만 바로 이
런 과정을 통해 수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나게 되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영광을 통해 그리스
도인을 만들어 내지 않으셨다. 오히려 십자가의 저주를 통해 영광의 자리에 오르셨다. 그것이 기독교
의 역설이다. 그렇기에 지금 요셉이 졸지에 총리의 자리에 오른 것을 마냥 부러워해서는 곤란하다. 게
다가 요셉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높을 지위로 올라가게 해 달라고 기도할 것도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
려 십자가를 능히 질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일 것이다. 필자는 요셉의
대관식에 재를 뿌리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그 일은 하나님이 특별히 요셉에게 허락한 일
이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본보기로 일반화시켜서는 곤란하다는 점을 주지하고 싶을 뿐
이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아는 것이 팍팍한 세상에서 각자가 처한 삶의 고난을 넉넉히 이겨 나갈수 있
는 힘이 되기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에 오르기까지 그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삶에 담
긴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도 요셉처럼 당면한 현실을 인내하며 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5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요셉(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41:46~49)
(46 절) 요셉이 이집트의 왕 바로 앞에 섰을 때, 요셉은 30세였습니다.
(ְֶך־מצְ ָ ֵ֑ריִּם
ִּ ֹלׁשים ׁשָ ָָ֔נה בְ ע ְָמד֕ ֹו לִּ פְ ני פ ְַרעֹּ ה מֶ ל
ִּ ן־ׁש
ְ ֶ) וְ יֹוסף ב
요셉은 바로 앞에서 나와서 이집트 온 땅을 다녔습니다.
() וַיצא יֹוסף ִּמלִּ פְ ני פ ְַרעָֹּ֔ ה ַויַעְ בֹּ ר בְ כָל־אֶ ֶרץ ִּמצְ ָריִּם
(47 절) 그 땅은 7년의 풍년 동안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 וַתַ עַש הָ ָ֔ ָא ֶרץ בְ ׁשֶ בַ ע ְׁשני הַ שָ ָבֵ֑ע לִּ קְ מָ צִּ ים
(48 절) 그는 7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나온 모든 식량을 모아서 그 식량을 도시들에 쌓았습니다.
()וַיִּ קְ בֹּ ץ אֶ ת־כָל־אֹּ כֶל ׁשֶ בַ ע ׁשָ נִּ ים אֲׁשֶ ר הָ יו בְ אֶ ֶרץ ִּמצְ ַ ָ֔ריִּ ם וַיִּ תֶ ן־אֹּ כֶל בֶ ע ִּ ֵָ֑רים
그는 그 도시 주변 밭에서 나온 식량을 그 도시 가운데에 쌓았습니다.
()אֹּ כֶל ְשדה־הָ עִּ יר אֲׁשֶ ר ְסבִּ יבֹּ תֶ יהָ נָתַ ן בְ תֹוכָּה
(49 절) 요셉은 곡식을 쌓아올렸습니다. ()וַיִּ צְ בֹּ ר יֹוסף בָ ר
바다의 모래처럼 아주 넘치도록, ()כְ חֹול הַ יָם הַ ְרבה ְמאֵֹּ֑ ד
그가 측량하기를 멈출 때까지, ()עַד כִּ י־חָ דַ ל לִּ ְספֹּר
왜냐하면 그것은 셀 수 없었습니다. ()כִּ י־אין ִּמ ְספָר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요셉은 서른이라는 약관의 나이에 이집트의 2인자가 되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 하나님이
그를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신 이유는 명확하다. 앞으로 올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모아두었다가 이
어질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과정에서 야곱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의 가족
들을 이집트로 데려 오기 위해서다. 다시 말해 기근을 피하게 할 목적도 있지만 그보다는 이스라엘 전
가족들을 이집트로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이다. 창세기 15장에는
매우 중요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예언하셨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창15:13-14).
요셉은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첫 주자인 셈이다. 먼저 그가 이집트로 오고 그 후에 가족 전
체가 와야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이
집트의 종으로 전락해야 한다. 그 후에 하나님이 열 번의 재앙을 통해 구원을 보여주고 나서야 이집트
에서 나오게 된다. 지금 요셉은 그 일에 첨병 역할을 맡고 있다. 하님은 인류 전체의 구속을 설명하기
위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고, 그들을 이집트로 데려오기 위해 지금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 올리신
것이다.
요셉은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충실히 해내면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뒤에
알게 되겠지만 요셉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혀를 내두를 정도의 고도의 술수를 통해 이집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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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들은 물론 인근 사람들의 모든 재산을 바로에게로 귀속시킨다. 지금까지 잘 살아오던 백성들이
요셉의 지혜(?)로 인해 땅을 빼앗기고 바로의 종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요셉의 지혜로 자작농이 소
작농으로 지위가 하락하게 된 셈이다. 이처럼 요셉은 이집트에서 바로를 중심으로 하는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구축하는데 초석을 놓은 인물이다. 따라서 요셉이 한 일은 무조건 칭찬받을 일은 아닌 것
이다. 그렇다면 요셉은 왜 백성들의 입장이 아닌 철저하게 바로의 입장에서 그의 왕권을 강화하는데
앞장선 것일까?
이집트 땅에는 바로가 꾼 꿈대로 7년 동안 역사적으로 유래없는 풍년이 찾아왔다. 한 해가 지나 그 다
음 해에도, 또 다음 해에도 어김없이 풍년이 찾아 왔다. 이렇게 몇 년쯤 지나자 요셉을 비롯한 바로의
일부 측근들만 제외하고는 모두가 흥청망청 풍요를 누렸다. 훗날 흉년이 왔을 때 그들이 갖고 있던 모
든 재산을 팔아 목숨을 부지한 것을 보면 그들이 7년의 풍년을 어떻게 보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이 이
야기는 저축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한 해 농사를 지어 한 해를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들은 그렇게 살 수 밖에 없었다. 하지만 요셉은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 손바
닥 들여보듯 훤히 알고 있었다. 7 년의 풍년이 끝나면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흉년이 닥칠 것이
다. 그 때를 대비해서 요셉은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곡식을 저장했다. 성경은 요셉이 어떻게 곡식을
저장했는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 땅은 7년의 풍년 동안 풍성한 수확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7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나온 모든 식량
을 모아서, 그 식량을 도시들에 쌓았습니다. 그는 그 도시 주변 밭에서 나온 식량을 그 도시 가운데에
쌓았습니다. 요셉은 곡식을 바다의 모래처럼 아주 넘치도록 그가 측량하기를 멈출 때까지 쌓아올렸
습니다. 그것은 셀 수 없었습니다.” (창 41:47~49).
인간적인 선(善)과 악(惡)의 판단 기준이나 도덕과 윤리, 그리고 사회 정의라는 차원에서 요셉의 행동
을 판단한다면 그는 결코 선한 자라고 말하기 어렵다. 그는 앞으로 닥쳐 올 일들을 너무도 잘 알고 있
다. 만약 그가 현명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총리였다면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알리거나 백
성들을 계도하여 앞으로 닥칠 대흉년을 대비하도록 해야 했다.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
히려 그는 이런 기회를 악용한 셈이다. 요즈음 말로 하면 악덕 기업주와 같은 행태를 보였다. 기근이
극에 달했을 대 요셉이 한 일을 보면 그 사실을 대번에 알 수 있다 (창 47:13~26참조).
필자는 요셉을 비난하고자 이 글을 쓰고 있지 않다. 다만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라고 해서 그가 하는 모
든 일을 다 지혜로운 일이라고 추켜 세우지는 말라는 것이다. 요셉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저축의 중요
성을 알려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총리로서 바로에게 칭찬받기 위해서도 아니다. 우리들 중 누구라도
당시의 요셉과 같은 위치에 있었으면 그가 했던 것과 동일한 일을 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들을 들어 쓰시는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누구든지 사용하실 수
있다. 요셉은 요셉의 때에 그런 역할을 수행한 사람이다. 성경을 읽을 때 등장 인물에 매몰되지 말고
그 인물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파악하는 것이 성경을 올바로이해하는 지름길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요셉이 총리가 되어 한 일은 하나님의 구속사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당신이 지금 하고 있
는 일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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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여인에게서 태어난 요셉의 두 아들 (화요일)
오늘의 본문(창 41:50~57)
(50 절) 흉년이 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ולְ יֹוסף יֻלַד ְׁשני בָ ָ֔ ִּנים בְ טֶ ֶרם תָ בֹוא ְׁשנַת הָ ָרעָ ֵ֑ב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그들을 낳았습니다.
(ת־פֹוטי פ ֶַרע כֹּ הן אֹון
ִּ
ַ)אֲׁשֶ ר יָלְ דָ ה־לֹו אָ ְס ַָ֔נת ב
(51 절) 요셉은 첫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하였습니다. (ַשה
ֵ֑ ֶ )וַיִּ קְ ָרא יֹוסף אֶ ת־ׁשם הַ בְ כֹור ְמ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집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
() כִּ י־נַשַ נִּ י אֱֹלהִּ ים אֶ ת־כָל־עֲמָ לִָּ֔ י וְ את כָל־בית אָ בִּ י
(52 절) 그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습니다. ()וְ את ׁשם הַ שנִּ י קָ ָרא אֶ פְ ָ ֵ֑ריִּם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כִּ י־הִּ פְ ַרנִּ י אֱֹלהִּ ים בְ אֶ ֶרץ עָנְ יִּ י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집트 여인 아스낫과 결혼을 한 요셉은 두 아들을 낳았다.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의 주선으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혼인을 한다. 두 아들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요셉의 아내 아스낫에
대해 잠깐 언급하고자 한다. 아스낫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다. ‘온’ ()אֹון은 태양을 의미한다.
‘보디베라’(פֹוטי פ ֶַרע
ִּ )는 그 자체로 ‘태양신의 제사장’ 이라는 의미다. 추측이긴 하지만 ‘보디베라’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제사장 직분을 일컫는 일종의 직업명으로 볼 수도 있다. ‘아스낫’ ()אָ ְס ַָ֔נת은 당시
이집트 여신이던 ‘니스(Neith)’ 에 속한 사람이라는 의미다. ‘니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섬기던 전쟁의
여신이다. 이 정도만 설명해도 요셉의 아내가 어떤 여인이었는지 쉽게 짐작이 갈 것이다.
지금까지 꼼꼼하게 성경을 읽어 온 사람들은 요셉의 결혼에 대해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 것이다. 아브
라함은 아들 이삭을 결혼시킬 때 절대로 가나안 여인들과는 혼인시키지 않기 위해 부득불 고향 땅에
서 며느리 감을 구했다. 이삭의 맏아들 에서는 가나안 여인과 혼인을 해서 그것이 그 부모의 근심거리
가 되었다. 그래서 야곱도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친족인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구했다.
그런데 요셉의 결혼은 누가 보더라도 특이하다고 할 만하다. 그의 아내는 평범한 이집트 여인이 아니
라 이집트에서 심기는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다. 참고로 당시 이집트왕 바로는 태양신 레
(Re)의 아들을 상징한다. 요셉의 특이한 이력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약속의 자녀들인 아브라함의 후손
의 결혼관에 비추어 볼 때 너무도 빗나간 결혼이었다.
성경은 요셉의 아내를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라고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요셉은
‘태양신의 아들’ 이라는 별칭을 가진 바로 수하에서 태양신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자 이집트 전쟁
의 여신에게 속한자라는 의미를 지닌 아스낫과 결혼했다. 이처럼 요셉은 우상에 의해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한 상태에서 홀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간 셈이다. 그런 상황에서 요셉이 그들의 종교나 세게
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지 않았다는 것이 놀라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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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이 아스낫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다. 성경은 두 아들이 흉년이 오기 전에 태어났다는 점을 강조하
고 있다. 요셉은 가장 풍요로운 시기에 두 아들까지 얻었다. 성경이 굳이 흉년이 오기 전에 아들을 얻
었다고 기록한 것은 그때가 요셉의 인생의 절정기였음을 암시하고 있다.
요셉은 두 아들의 이름을 자신이 직접 지었다. 당시에는 주로 여자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경우가 일반
적이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름을 여자가 지었다. 예를 들면 가인과 아벨의
이름은 아담이 아닌 하와가 지었다.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도 모두 레아와 라헬이 지었다. 베냐민은 어
머니 라헬이 베노니라 지었는데 나중에 야곱이 베냐민으로 바꾸었다. 그런데 요셉은 달랐다. 아들을
낳고 자신이 직접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 게다가 그는 아들들의 이름을 이집트 이름이 아닌 히브리 이
름으로 지었다. 비록 이집트에서 총리를 하고, 이집트인들이 섬기는 태양신의 딸에게서 아들을 낳았
지만 자신의 아들은 이집트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키기 위함이다.
그는 첫 아들을 낳고 이름을 므낫세라 했다. 성경은 므낫세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 모든 고난
과 내 아버지 집 모든 것을 잊게 하셨다”라고 풀이했다. 므낫세라는 말에는 우리말에서는 나타나지 않
는 히브리 문법이 들어 있다. 므낫세 (ַשה
ֵ֑ ֶ ) ְמנ라는 말에는 히브리 동사에서 가장 강한 어조의 표현을 나
타내는 피엘(Piel)용법이 사용되었다. 요셉은 하나님이 이 아들을 주심으로써 그 동안 자기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아버지 집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잊을 수 있게 됐다 말했다. 과거에 요셉에게 일어났던 일
들이 그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고백한 것이다. 하나님은 므낫세를 주심으로
써 요셉의 뼛속 깊이 새겨져 있던 모든 가슴 아픈 기억들을 강제로 앗아가듯 거두어 가셨다. 므낫세에
이어 둘째 아들이 태어났다. 요셉은 둘째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라는 뜻이다. 요셉은 이집트를 ‘내가 수고한 땅’()בְ אֶ ֶרץ עָנְ יִּ י이라고 말
한다. 그냥 이집트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서 노
예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암시하는 듯 보인다. 실제로 요셉이 그 땅에서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은 것처
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이 넘는 수고로운 삶을 통해 수많은 자식들과 짐승들을 얻게 된다.
요셉은 총리가 된 이후에 이집트 태양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자, 전쟁의 여신에 속한 자라는 이름
을 가진 아스낫에게서 두 아들을 낳았다. 첫째 아들은 요셉이 그 동안 당한 모든 고난을 잊게 했고, 둘
째 아들은 자신의 수고의 결실을 맛보게 해 주었다. 하지만 요셉의 두 아들은 단지 요셉 개인이 이집
트에서 경험한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은 요셉의 두 아들을 통해 요셉이라는 한 개인을 과거
의 고통으로부터 해방하셨을 뿐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 전체를 이집트로부터 구원하실 것을 미리 보
여주셨다. 요셉이 이록 이집트에 살면서 사브넷바네아라는 이집트 이름으로 개명하고 이집트 여인
과 결혼해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 두 아들을 약속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가신다. 하
나님의 일이 그렇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그 배우자가 누구든 상관없다.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님
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았는가?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 따르면 우리는 원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
고, 약속의 자녀도 아니었으며, 언약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소망도 없는 사람이었다 (엡 2:11~12참조).
그런 우리를 불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었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이 요셉에게 베푸신 은혜는 어떤 것이었나요? 당신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사실이 당신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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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땅에 기근이 찾아오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창 41:53~57)
(53 절) 이집트 땅에 있었던 7 년의 풍년이 끝났습니다.
() ו ִַּתכְ ֶ֕לינָה ׁשֶ בַ ע ְׁשני הַ שָ ָבֵ֑ע אֲׁשֶ ר הָ יָה בְ אֶ ֶרץ ִּמצְ ָריִּ ם
(54 절) 그리고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 7 년의 흉년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יֹוסף
ֵ֑ )ו ְַתחִּ לֶינָה ׁשֶ בַ ע ְׁשני הָ ָרעָב ל ָָ֔בֹוא ַכאֲׁשֶ ר אָ מַ ר
모든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וַיְ הִּ י ָרעָב בְ כָל־הָ א ֲָר ָ֔צֹות
그러나 이집트 모든 땅에는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ובְ כָל־אֶ ֶרץ ִּמצְ ַריִּ ם הָ יָה לָחֶ ם
(55 절) 이집트 온 땅이 굶주렸고, 그 백성들이 바로에게 먹을 것을 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ו ִַּת ְרעַב כָל־אֶ ֶרץ ִּמצְ ַ ָ֔ריִּ ם וַיִּ צְ עַק הָ עָם אֶ ל־פ ְַרעֹּ ה לַלָ ֵ֑ חֶ ם
바로가 모든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ל־מצְ ַריִּם
ִּ ) ַוי ֹּאמֶ ר פ ְַרעֹּ ה לְ כ
요셉에게 가라. (ל־יֹוסף
ָ֔
ֶ)לְ כו א
그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라. ()אֲׁשֶ ר־י ֹּאמַ ר ָלכֶם תַ עֲשו
(56 절) 그 기근이 온 지면에 있었습니다. ()וְ הָ ָרעָב הָ ָָ֔יה עַל כָל־פְ ני הָ ָ ֵ֑א ֶרץ
요셉은 모든 창고를 열어서 이집트 사람들에게 팔았습니다.
()וַיִּ פְ תַ ח יֹוסף אֶ ת־כָל־אֲׁשֶ ר בָ הֶ ם וַיִּ ְׁשבֹּ ר לְ ִּמצְ ַ ָ֔ריִּם
왜냐하면 이집트 땅에 기근이 심각했습니다. () ַו ֶי ֱחזַק הָ ָרעָב בְ אֶ ֶרץ ִּמצְ ָריִּ ם
(57 절) 그리고 모든 땅(의 사람들)이 요셉에게 곡식을 사기 위해 왔습니다.
(ל־יֹוסף
ֵ֑
ֶ)וְ כָל־הָ אָ ֶרץ בָ או ִּמצְ ַ ָ֔ריְ מָ ה לִּ ְׁשבֹּ ר א
왜냐하면 모든 땅에 기근이 심각했습니다. ()כִּ י־חָ זַק הָ ָרעָב בְ כָל־הָ אָ ֶרץ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영원할 것 같았던 풍년은 칠 년만에 끝이 났다. 그 동안 사람들은 자연이 주는 풍요를 만끽하며 살았
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준 풍요의 시간은 겨우 7 년이었다. 이제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었다. 부
자가 망해도 삼 년은 간다지만 당시 이집트와 그 근방에 든 기근은 그 정도가 아니었다. 마치 쓰나미
가 해안 마을을 덮치듯 기근이 순식간에 온 세상을 덮었다. 성경은 굳이 “요셉이 말했던 것처럼”이라
고 적고 있다. 하나님은 이집트왕 바로에게 살진 소와 야윈 소, 튼실한 곡식과 쭉정이 곡식에 관한 꿈
을 주셨고, 요셉의 입을 통하여 그 꿈의 의미를 풀어주셨다. 요셉이 한 해몽은 하나님의 예언의 선포
나 다름없었다. 그의 말대로 기근이 찾아 오자 이집트 주변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살 길이 막막
해졌다. 하지만 이집트는 그 기근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다. 요셉이 지난 7 년간 다가올 흉년에 대비
해치밀하게 준비해 놓았기 때문이다. 그 기근은 이집트를 비롯한 온 지역에 광범위하게 미쳤다. 드디
어 요셉은 창고를 열어서 그 동안 비축해 둔 곡식들을 내다 팔기 시작했다. 이를 계기로 이집트의 권
력 구도는 바로를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것이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전락
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 (이에 대해서는 47장에서 상세히 설명하겠다.)
물론 이집트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기근을 피한 것은 아니다. 오직 요셉에게 속한 사람들만 기근으로
부터 안전했다. 요셉에게 속했다는 것은 바로왕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다른 말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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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왕에게 속한 사람들만 기근으로부터 안전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집트 온 땅이 굶주렸고, 그 백
성들은 바로에게 먹을 것을 달라며 부르짖었다. 바로왕은 찾아 오는 백성들을 모두 요셉에게 보내어
그의 지시를 따를 것을 명했다. 지금까지 7 년의 풍년 기간 동안 별로 부각되지 않았던 요셉의 권위가
드디어 이집트에서 위세를 떨치게 된다. 사람들은 그 동안은 요셉을 찾을 필요가 없었기에 그의 존재
는 관심 밖이었다. 하지만 흉년이 들자 그들은 속수무책이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누구든 요
셉을 찾아가야만 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의 말은 곧 법이 되었다. 굶주린 사람들은 요셉이 정해주는
가격에 곡물을 사야 했다. 누구든 요셉의 말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오늘날 적어도 우리가 살
고 있는 땅에서는 이런 류의 기근은 없다. 물론 어디에나 노숙자들은 있기 마련이고, 가난 때문에 범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소득 분배의 불균형과 부조리한 사회적 병폐 때문이지
근본적으로 곡식이 모자라는 기근 때문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 당시에 있었던 광범위한 기근
을 문자그대로 지금 시대에 적용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물리적인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기근이다. 다시 말해 양식이 없어 주리는 기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씀이 없어 영이 주리는 기근인 것이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이에 대해 미리 말씀하셨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
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
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피곤하리라” (암8:11-13).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로, 집회 장소로 간다. 특히 오늘날은 인터넷이라는 가
상 공간에서 언제든지 수시로 말씀을 접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말씀의 홍수 속에 살고 있다 해도 과언
이 아니다. 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떤가?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들에 의해 전혀 다른 메시지
로 변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은 사라지고 번영의 말씀들만 난무한다. 게다가
인간의 감성을 건드리는 힐링 메시지들이 하나님의 말씀인양 변질되어 더 이상 세상과 하나님의 말
씀을 구분하기 힘든 경우도 많다. 수많은 설교와 신앙 서적이 홍수처럼 쏟아지지만 정작 진리는 찾아
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소위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명이
있다. 우리는 진리를 찾아 헤매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바르게 전해줄 수 있도록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
야 한다. 그런 점에서 사도 베드로의 권면은 우리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지우고 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벧전 3:15).

묵상을 위한 질문
요셉이 기근을 대비해서 7 년 동안 꾸준히 식량을 준비했듯이 오늘날 당신은 말씀의 기근에 어떤 대
비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당신에게 진리에 대해 물어 온다면 당신은 그에게 어떻게 말해 줄
생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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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창 42:1~5)
(1 절)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 ַוי ְַרא ַיעֲקָֹּ֔ ב כִּ י יֶׁש־ׁשֶ בֶ ר בְ ִּמצְ ָ ֵ֑ריִּ ם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יעֲקֹּ ב לְ בָ ָָ֔ניו
왜 너희는 서로 쳐다보고만 있느냐? ()לָמָ ה ִּת ְת ָראו
(2 절) 그가 말했습니다. () ַו ֕י ֹּאמֶ ר
보라.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내가 들었다. ()הִּ נה ׁשָ ָ֔ ַמעְ ִּתי כִּ י יֶׁש־ׁשֶ בֶ ר בְ ִּמצְ ָ ֵ֑ריִּ ם
그곳으로 내려가서 우리를 위해 그곳에서 곡식을 사라. () ְרדו־ׁשָ מָ ה וְ ִּׁשבְ רו־לָנו ִּמשָָ֔ ם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וְ נִּ חְ יֶה וְ ל ֹּא נָמות
(3 절) 요셉의 형 10 명이 곡식을 사기 위해 이집트로 내려갔습니다.
() וַי ְרדו אֲחי־יֹוסף עֲשָ ָ ֵ֑רה לִּ ְׁשבֹּ ר בָ ר ִּמ ִּמצְ ָריִּם
(4 절)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야곱이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습니다.
(יֹוסף ל ֹּא־ׁשָ לַח ַיעֲקֹּ ב אֶ ת־אֶ ָחֵ֑יו
ָ֔ )וְ אֶ ת־בִּ נְ י ִָּמין אֲחִּ י
왜냐하면 야곱은 “그에게 재난이 닥치지는 않을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כִּ י אָ ָ֔ ַמר פֶן־יִּ קְ ָראֶ נו אָ סֹון
(5 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곡식을 사기 위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갔습니다.
() ַויָבֹּ או בְ ני יִּ ְש ָר ָ֔אל לִּ ְׁשבֹּ ר בְ תֹוְך הַ בָ ִּ ֵ֑אים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כִּ י־הָ יָה הָ ָרעָב בְ אֶ ֶרץ כְ ָנעַן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온 땅에 기근이 있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도 그 기근을 피해갈 수 없었다. 야
곱은 곳간에 있던 식량들이 점점 줄어 들자 조바심이 났다. 이러다가 일가족 모두가 굶어 죽을지도 모
르는 일이다. 그때 야곱은 누군가로부터 이집트 땅에 곡식이 있다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 그는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있는 아들들을 다그쳐 이집트로 곡식을 구하러 가게 했다.
야곱은 절박했다. 지금 야곱이 직면한 문제는 단지 얼마 간의 양식에 관한 것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생
사에 관한 문제였다. 야곱은 아들들을 다그쳐서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로 내려 보냈다. 막내 베냐민을
제외하고 열 명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내려갔다. 성경은 이들을 야곱의 아들들이라 표현하지 않고 요
셉의 형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아마도 이들이 요셉을 팔아넘긴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서이리라. 형들에 의해 요셉이 종으로 팔린 지 어느덧 20 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성경은 그
해묵은 문제를 다시 끄집어 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있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당시에 그들이 요
셉을 판 것은 질투에 눈 멀어 저지른 짓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임을 알려 주기 위해서다.
야곱은 열 명의 아들은 내려 보내면서 베냐민은 자기 곁에 남겨 두었다. 혹시라도 베냐민에게 재앙이
닥칠까봐 걱정했기 때문이다. 요셉이 집을 떠난지 20 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도 야곱은 하나도 변
한 게 없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은 야곱에게만은 예외인 모양이다.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로부터 낳은 아들들을 지나치게 편애했다. 그래서 열한 번째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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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던 요셉을 맏아들처럼 대했다. 채색옷을 입히고, 다른 아들들과 함께 양을치러 먼 곳에 보내지도 않
았다. 그런 요셉을 갑작스런 사고로 잃고난 후부터 야곱은 베냐민만 애지중지했다. 야곱에게 베냐민
은 또 다른 요셉이었을 것이다. 요셉이 떠난 빈 자리를 베냐민이 대신 채워주고 있었다.
야곱의 삶을 보면 사람의 생각은 좀처럼 바뀌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도대체 얼마나 더한 일을 당해
야 사람이 변할까?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문득 야곱의 모습 속에서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이는
건 비단 필자뿐인가? 인간의 속성은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보
다 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라는 선입관은 버려야 한다. 이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지독한 사
랑으로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뿐이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신실함이다. 하
나님은 라헬의 아들들만 편애하는 야곱의 태도를 굳이 지적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늘 자기 중심적이
며 자식들조차 대놓고 편애하는 야곱을 일관되게 사랑하셨다. 이처럼 인간이 변화하지 않고 같은 실
수와 실패를 반복하더라도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사랑하신다.
베냐민을 제외한 열 명의 아들들이 이집트로 향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 양식이 거의 바닥이 났
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예전에 아브라함이 겪은 기근의 때를 연상케 한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
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바로 그 무렵에 그 땅에 극심한 기근이 찾아 왔다. 아브라함은 할 수
없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는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사라를 자기의 누
이라고 부르기로 모의를 한다. 사라로 인해 자기 목숨이 위태로워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때문에 사라는 이집트의 바로 왕에게로 들어가게 되고 그 일로 아브라함은 뜻하지 않게 거부가 되
었다. 성경은 사라가 바로에게 이끌려 들어갔다고 했다. 그 말은 사실상 사라가 바로에게 종속되었음
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그 일로 바로에게 재앙을 내렸고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 사라를 데리고 이집
트를 떠나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준 모든 소유들도 다 가지고 나가라고 명령했다.
세월이 흘러 지금 야곱의 때에 가나안 땅에 더 큰 기근이 들었다. 이일로 인해 이스라엘의 모든 가족
이 이집트로 거처를 옮기게 된다.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된다. 그리고 마
침내 하나님의 재앙이 바로와 그의 집에 임하게 되고 바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게 된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다는 말은 단순히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오히려 죽어 있는
상태와 같은 영적 고갈 상태를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다. 하나님은 기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 모
두를 이집트로 옮기시고 그들에게 고통스런 노예의 삶을 살게 하신다. 그리고 그들을 노예의 삶으로
부터 구원하심으로 구원의 참 의미를 알게 하신다. 구원은 결핍으로부터의 해방이다. 죄인들은 모두
가 의의 결핍자들이다. 각 사람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는 것은 바로 자신의 상태가 의의 기근 상
태임을 깨닫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들을 기근으로부터 바로 해방시키지 않으신다. 먼저는
인간 스스로 이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게 만드신다. 처음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 보
지만 결국 그 노역이 자신을 점점 더 옭아매게 되고 결국에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인간은 하나님께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외치게 된다. 바로 그 때 하나
님은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 주신다. 지식으로만 알고 있던 그 십자가의 의미가 비로소 체험
으로 다가 오는 것이다. 그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을 체험하게 된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언제 기근을 경험했습니까? 영적인 기근 상태에서 당신은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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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의 형들을 감옥에 가두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42:6~17)
(6 절) 그 때 요셉은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וְ יֹוסף הוא הַ שַ לִּ יט עַל־הָ ָ֔ ָא ֶרץ
그는 그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곡식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הוא הַ מַ ְׁשבִּ יר לְ כָל־עַם הָ ָ ֵ֑א ֶרץ
요셉의 형들이 와서 얼굴을 땅에 대며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יִּׁשתַ חֲוו־לֹו אַ פַיִּ ם אָ ְרצָ ה
ְ יֹוסף ו
ָ֔ ) ַויָבֹּ או אֲחי
(7 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보고 알아보았습니다. () ַוי ְַרא יֹוסף אֶ ת־אֶ חָ יו ַויַכִּ ֵ֑רם
그러나 그는 그들을 모른 체하며그들에게 엄하게 말했습니다.
()וַיִּ ְתנַכר אֲליהֶ ם וַיְ דַ בר ִּאתָ ם קָ ׁשֹות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להֶ ם
너희는 어디에서 왔느냐? (אתם
ֶ ָ֔ ָ)מאַ יִּ ן ב
그들이 말했습니다. (ֹּאמ ָ֔רו
ְ ) ַוי
가나안 땅에서 식량을 사기 위해. ()מאֶ ֶרץ כְ ַנעַן לִּ ְׁשבָ ר־אֹּ כֶל
(8 절)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 ַויַכר יֹוסף אֶ ת־אֶ ָחֵ֑יו
그러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וְ הם ל ֹּא הִּ כִּ רֻ הו
(9 절) 요셉은 그들에 대해서 꾸었던 꿈들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למֹות אֲׁשֶ ר חָ לַם ל ֶָהֵ֑ם ַוי ֹּאמֶ ר אֲלהֶ ם
ָ֔ יֹוסף את הַ ח
ָ֔ )וַיִּ זְכֹּ ר
너희는 스파이다! () ְמ ַרגְ לִּ ים אַ ָ֔ ֶתם
너희는 이땅의 허술한 점을 보러 온 것이다! ()לִּ ְראֹות אֶ ת־ע ְֶרוַת הָ אָ ֶרץ בָ אתֶ ם
(10 절) 그들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אמרו אלָיו
ְ ) ַוי
아닙니다. 내 주여. ()ל ֹּא אֲדֹּ ִּנֵ֑י
당신의 종들은 식량을 사러 온 것입니다. () ַועֲבָ דֶ יך בָ או לִּ ְׁשבָ ר־אֹּ כֶל
(11 절)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 ֻכ ָ֕לנו בְ ני ִּאיׁש־אֶ חָ ד נָ ֵ֑חְ נו
우리는 정직합니다. ()כנִּ ים ֲא ַָ֔נחְ נו
당신의 종들은 스파이가 아닙니다. ()ל ֹּא־הָ יו עֲבָ דֶ יך ְמ ַרגְ לִּ ים
(12 절)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ל ֶהֵ֑ם
아니다. 너희는 이 땅의 허술함을 보기 위해 온 것이다.
() ֕ל ֹּא כִּ י־ע ְֶרוַת הָ אָ ֶרץ בָ אתֶ ם לִּ ְראֹות
(13절) 그들이 말했습니다. (ֹּאמרו
ְ ) ַוי
당신의 종들은 열두 형제이고, 우리는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 ְׁשנים עָשָ ר עֲבָ דֶ יך אַ חִּ ים אֲ נַחְ נו בְ ני ִּאיׁש־אֶ חָ ד בְ אֶ ֶרץ כְ נָ ֵ֑עַן
보소서. 막내는 지금 우리 아버지와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습니다.
() וְ הִּ נה הַ קָ טֹּ ן אֶ ת־אָ בִּ ינו הַ יָ֔ ֹום וְ הָ אֶ חָ ד אינֶנו
(14 절)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יֹוסף
ֵ֑ ) ַוי ֹּאמֶ ר אֲלהֶ ם
이래서 내가 “너희는 스파이다”라고 너희에게 말한 것이다.
()הוא אֲׁשֶ ר ִּדבַ ְר ִּתי אֲלכֶם לאמֹּ ר ְמ ַרגְ לִּ ים אַ תֶ 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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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 너희는 시험을 치를 것이다. ()בְ ז ֹּאת ִּתבָ חֵ֑נו
바로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חי פ ְַרעֹּ ה
너희 막내 동생이 이곳에 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곳을 나가지 못할 것이다.
() ִּאם־תצְ או ִּמ ֶָ֔זה כִּ י ִּאם־בְ בֹוא אֲחִּ יכֶם הַ קָ טֹּ ן הנָה
(16 절)
너희 중에 하나를 보내서 너희 동생을 데려와라. () ִּׁשלְ חו ִּמכֶם אֶ חָ ד וְ יִּ קַ ח אֶ ת־אֲחִּ י ֶכם
그리고 너희는 옥에 갇힐 것이다. ()וְ אַ תֶ ם האָ ְס ָ֔רו
그래서 너희 말이 너희 말이 사실인지 시험을 치를 것이다.
()וְ יִּ בָ חֲנו ִּדבְ רי ֶָ֔כם הַ אֱמֶ ת ִּא ְתכֶ ֵ֑ם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바로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는데) 너희는 분명 스파이다.
()וְ ִּאם־ ֕ל ֹּא חי פ ְַרעָֹּ֔ ה כִּ י ְמ ַרגְ לִּ ים אַ תֶ ם
(17 절) 요셉이 그들을 옥에 3 일간 가두었습니다. (ל־מ ְׁשמָ ר ְׁשֹלׁשֶ ת י ִָּמים
ִּ ֶ) ַו ֶיאֱסֹּ ף אֹּ תָ ם א
(15 절)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집트로 몰려 들었는데 그 사람들 틈에는 요셉의 형들도 끼여 있었다. 당시 이집트
의 모든 곡물은 요셉의 철저한 관리 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아무도 곡물을 살 수
가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셉에게로 와서 곡물을 사려고 줄을 서서 기다렸다. 드디에 요셉의 형들
의 차례가 되었다. 그들도 요셉 앞으로 나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렸다. 요셉은 형들의 얼굴을 금방
알아 보았다. 어떻게 그 얼굴들을 잊을 수 있겠는가? 하지만 그 순간 요셉의 머리를 스치는 것이 있었
다. 요셉은 그들이 자신 앞에 납작 엎드려 있는 것을 보는 순간 오래 전에 꾼 꿈이 생각났다. 요셉이 형
들과 밭에서 곡식 단을 묶을 때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나고 형들의 곡식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
을 하는 꿈이었다 (창 37:7참조). 요셉은 이 꿈 때문에 형들의 공분을 샀고 끝내는 이집트로 팔려 오게
되었다. 그런데 오래 전에 꾸었던 꿈이 눈 앞에 현실로 드러난 것이다. 요셉은 수많은 곡식을 총괄하
는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그들 앞에 서 있고, 요셉의 열 형들은 빈 자루를 들고 나와 곡식을 사게 해 달
라고 엎드려서 요셉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는 형국인 것이다.
요셉은 시치미를 뚝 떼고 형들에게 어디서 온 사람들인지 물었다. 형들은 가나안 땅에서 식량을 사기
위해 왔다고 대답했다. 요셉의 형들은 그가 요셉인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요셉은 그들에게 순
순히 곡식을 내주지 않을 생각이었다. 대신 그들을 스파이로 몰고 간다. 성경은 요셉이 그가 형들에 대
해 꾼 꿈을 기억하고 그랬다고 말하고 있다. 자신들더러 스파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요셉의 형들은 무
척이나 황당했을 것이다. 뜬금없이 스파이라니 말이나 되는가? 그들은 스파이로 오해 받을 만한 어떠
한 일도 한 적이 없었다. 식량을 사러 온 다른 사람들과 특별히 다르게 행동한 것도 없다. 그저 곡식을
사기 위해 줄을 서 있다가 차례가 되어 총리 앞에 엎드렸을 뿐이다. 그런데 스파이라니…갑작스런 일
을 당한 그들은 자신들이 결백함을 증명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아닙니다. 내 주여! 당신의 종들은 식량을 사러 온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사람의 아들들입니다. 우
리는 정직합니다. 당신의 종들은 스파이가 아닙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한 사람의 아들이며 단지 식량을 사러 왔을 뿐 절대 스파이가 아니라고 읍소를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정직하다고 말한다. ‘정직하다’라고 번역한 히브리 단어 ‘퀜’ ()כן은 ‘올바른’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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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그냥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를 숨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란 뜻도 된다. 다시 말해 그들은 스파이라고 오해받을 만한 어떠한 잘못도 저지르지 않
았다는 말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퀜’은 그들에게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다. 그들은 수많은 잘못을
저지를 자들이다. 처음엔 요셉을 죽이려 했다가 불행 중 다행으로 동생을 종으로 팔아 넘겼다. 그리고
는 20년이 넘든 동안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이며 살아 왔다. 그런 그들이 스스로를 ‘퀜’이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요셉은 이들이 한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과 스파이가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
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들을 스파이로 몰아간 이유는 바로 꿈 때문이다. 예전에 그가 꾸었
던 꿈의 내용이 실제로 눈 앞에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 이를 좀더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요셉은 계
속해서 형들을 스파이로 몰아 갔다.
이런 요셉의 속내를 알리가 없는 형들은 정말 답답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 관계를 다시 한 번 설
명한다. 사실 가족 가족 관계가 그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 주지는 못한다. 그들이 열두
형제이고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사람의 아들들이며 막내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한 명은 실종
된 사실이 이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입증해 줄 수는 없지 않은가? 게다가 아무리 그들이 사
실을 말한다 해도 요셉 쪽에서 끝까지 그들을 스파이라고 몰아가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그들이 한 말 중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으면 그들은 스파이가 된다. 요셉은 형들에게 진
실을 입증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 방법도 요셉이 정했다. 요셉은 막내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고 그때까지는 그들을 일단 감옥에 가두어 두겠다고 했다.
그들은 식량을 사러 와서 졸지에 스파이로 몰리게 되고 감옥살이까지 하게 됐으니 너무도 억울했을
것이다. 요셉이 그들을 감옥에 가둔 것은 예전에 그들에게 당했던 공포스런 일을 앙갚음 해주려고 그
런 게 아니다. 물론 그때 요셉은 구덩이 속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테지만 그렇다고 그에 대한 복
수심에서 형들을 감옥에 넣은 것은 아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 그리고 구
원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죄로 인해 생긴 두려움을 체험하지 않은 죄사
함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그들의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들추어 내고 그들로 하
여금 진정한 용서의 의미를 깨닫게 하신다. 요셉은 지금 그 일에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
는 형들에게 지난 날의 잘못을 떠올리고 그 일에 대해 회개를 하도록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구원
에 있어서 이 과정은 대단히 중요하다. 어떤 이들은 자신은 별로 잘못한 것도 없고 남들보다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기도 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저 지식으로만 이해할 뿐이다.
그들은 죄로 인한 처절한 고통의 시간을 보낸 적이 없기 때문이다. 회개란 잘못에 대한 반성이 아니다.
회개는 죄로 인해 고통스러워하는 처절한 몸부림의 과정이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살 길이 없는 죄인 중의 괴수라는 걸 자각하는 실존에 대한 깨달음이다. 그런 과정이 없는
십자가는 그저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종교적 상징에 불과하다.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은 어떻게 구원
에 이르게 되었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죄로 인해 몸부림쳐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 과정에서 당신이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
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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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의 회개 (토요일)
오늘의 본문(창 42:18~22)
(18 절) 3 일째 되는 날,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יׁשי
ִּ ָ֔ ִּ) ַוי ֹּאמֶ ר אֲלהֶ ם יֹוסף בַ יֹום הַ ְשל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ז ֹּאת עֲשו וִּ חְ יֵ֑ ו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אֶ ת־הָ אֱֹלהִּ ים אֲנִּ י יָרא
(19 절)
만약 너희가 정직하다면, () ִּאם־כנִּ ים אַ ָ֔ ֶתם
너희중에 하나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אֲחִּ יכֶם אֶ חָָ֔ ד יאָ סר בְ בית ִּמ ְׁשמַ ְרכֶ ֵ֑ם
너희는 너희 가정의 굶주림을 위해 가서 곡식을 챙기라.
()וְ אַ תֶ ם לְ כו הָ ִָּ֔ביאו ׁשֶ בֶ ר ַרעֲבֹון בָ תיכֶם
(20 절)
그리고 너희 막내동생을 나에게 데려와라. ()וְ אֶ ת־אֲחִּ יכֶם הַ קָ טֹּ ן תָ בִּ יאו א ַָ֔לי
그러면 너희 말이 사실로 입증되고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וְ יאָ ְמנו ִּדבְ ריכֶם וְ ל ֹּא תָ ֵ֑מותו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 ַו ַיעֲשו־כן
(21 절) 그들이 그의 형제에게 서로 말했습니다. (ֹּאמרו ִּאיׁש אֶ ל־אָ חִּ יו
ְ ) ַוי
사실 우리가 우리 동생에게 죄를 범한 것이다. ()אֲבָ ל אֲׁש ִּמים ֲאנַחְ נו עַל־אָ חִּ ינו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았으나 우리가 듣지 않았다.
() אֲׁשֶ ר ָר ִּאינו צָ ַרת נַפְ ׁשֹו בְ הִּ ְתחַ נְ נֹו אלינו וְ ל ֹּא ׁשָ ָ ֵ֑מעְ נו
그래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 ()עַל־כן בָ אָ ה א ָ֔לינו הַ צָ ָרה הַ ז ֹּאת
(22 절)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며 말했습니다. () ַו ַיעַן ְראובן אֹּ תָ ם לאמֹּ ר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자”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הֲלֹוא אָ מַ ְר ִּתי אֲליכֶם לאמֹּ ר אַ ל־תֶ חֶ ְטאו בַ ֶילֶד
그러나 너희가 듣지 않았다. ()וְ ל ֹּא ְׁשמַ עְ ֶ ֵ֑תם
그래서 지금 그의 피 값을 치르게 되었다. ()וְ גַם־דָ מֹו הִּ נה נִּ ְד ָרׁש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형들은 삼일 동안 감옥에 갇혔다. 그들로서는 너무 억울했을 것이다. 단지 먹을 식량을 사러 이집트에
왔을 뿐인데 스파이로 오해를 받고 감옥에까지 갇혔으니 말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애매하게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 맞은 기분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감옥에 갇힌지 사흘
이 지났다. 요셉이 그들이게 이렇게 말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만약 너희가 정직하다면 너희중에
하나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너희 가정의 굶주림을 위해 가서 곡식을 챙기라. 그리고 너희 막
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와라. 그러면 너희 말이 사실로 입증되고 너희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들이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은 감옥에 갇혀야 하고 나머지는 돌아가서 막내
17

인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 한다. 솔직히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요셉의 제안을 받아
들일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러러면 일단 아버지를 설득해야 하는데 그 일이 여간 만만치가 않다.
아버지는 요셉을 지나치게 아꼈고, 요셉이 자기 곁을 떠난 뒤에는 베냐민만 옆에 끼고 살았다. 베냐민
은 단순한 막내 아들이 아니다. 야곱에게 베냐민은 마치 요셉의 분신과도 같은 존재다. 그런 아버지가
베냐민을 내어 줄 리가 만무하다. 이번에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아들들을 보낼 때에도 베냐민을 제외
시킨 것도 혹시라도 그에게 어떤 나쁜 일이라도 생길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들은 지금 스파이로 의
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은 열 명이 이집트로 내려갈 때 보다 훨씬 더 불리해졌다.
그들은 왜 자신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20여년 전에 한통속이 되
어 저질렀던 한 사건이 기억났다. 사실 그 일은 지금까지 그들을 끊임없이 괴롭혀왔다. 한시도 마음 편
할 날이 없었는데 이제 드디어 그 일에 대해 하나님의 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든 것이다. 그러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그들의 입에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사실, 우리가 우리 동생에게 죄를 범한 것이다. 우리는 그가 우리에게 애원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았으나 우리가 듣지 않았다. 그래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 온 것이다.”
이들은 지금 자기들이 겪고 있는 상황이 과거에 저지른 죄로 인해 받는 벌이라고 생각했다. 이를 불교
용어로 인과응보라 한다. 과거의 삶이 현재 삶의 원인이 되고 현재 삶이 미래의 삶의 원인이 된다는 이
치다. 이 말에는 자기의 죄를 참회하고 선을 쌓으면 사후 세계의 삶이 바뀐다는 생각이 바탕에 깔려 있
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욥기에 등장하는 욥의
친구들이다. 욥이 하루 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병까지 얻어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을 때 그를 위
로하러 친구들이 찾아왔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위로의 말이랍시고 욥에게 한 말을 들어보자.
“생각하여 보라 죄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
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욥
4:7-9).
망하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모두 자기가 저지른 죄 때문이라는 것이다. 정직한 자는 복
을 얻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인과응보식 믿음의 전형이다. 그런데 신
약에서도 이와 비슷한 내용이 발견된다. 게다가 이 말씀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5:29).
이런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도 불교와 마찬가지로 인과응보의 종교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구약
과 신약의 여러 구절들을 토대로 한 그주장은 일견 설득렸있게 들린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기독
교는 결코 인과응보의 종교가 아니다. 사실 은혜라는 말 자체가 인과응보라는 말과 정면으로 대치되
는 말이다. 은혜란 인간의 무능력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인간에게는 자기가 저지른 과오
를 스스로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과응보라는 개념을 완전
히 버릴 수도 없다. 왜냐하면 인과응보의 사상이 우리를 십자가로 이끄는 동인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간들은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누구나 지나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된다. 그 이
유는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이 바로 스스로가 저지른 과거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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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이들은 자신에게 일어난 모든 나쁜 일을 무조건 하나님의 벌이라 생각하는 극단적인 사람들도
있다. 이런 현상은 특히나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빈번하게 발견된다. 실제로 많
은 사람들이 겪는 불행이나 고난은 대체로 자기들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다. 특
히나 신문 지상에 자주 이름이 오르내리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다. 많은 이들이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
로 여론의 뭇매를 맞고 고통스런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
는 인과응보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판단하게 돼 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은 누구나 인과응보의
잣대가 되는 율법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다. 율법은 우리에게 ‘네 잘못으로 인해 네가 그 고통을 당
하고 있다’는 최책감을 심어 준다. 그리고 그 과정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필수 코스다.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고뇌와 번민의 과정이 없이 덥석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누구나 깊은 죄책감 속에서 번민할 때 비로소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의 뼛속 깊이 체화되어 있는 인과응보적 세계관은 십자가의 진리로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
이다. 그런데 이런 인과응보적 사고 방식은 십자가 앞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 눈 녹듯 사
라지게 된다. 진정한 용서를 체험한 사람만이 인과응보라는 율법의 틀에서 벗어나게 된다. 진정한 용
서 없이 스스로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
한 일을 행한 자는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완전무결한 사람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십자가를 외면한 채
끝까지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 죄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모든 수고가 악한 일이다. 진정으로 선한 일
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다. 인과응보를 이루어 내기 위해 애쓰는 것에서 벗어
나 예수님의 의를 옷입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선이다.
요셉의 형들은 지금 그 율법의 굴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그들이 그곳에서 벗어 날 수
있는 길은 요셉이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길 밖에 없다. 요셉에게서 용서가 선포되기까지, 그리고
그들이 그 용서의 의미를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까지 그들은 스스로가 지은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 있
어야 한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도 동일하다.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전
히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애쓰고 있다면 당신은 지금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요셉
의 형들과 매한가지다. 당신은 정말 십자가의 용서를 체험했는가?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뒤돌아 보기
바란다.

묵상을 위한 질문
인과응보 사상은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그것이 십자가의 은혜로 당신을 어떻게 인도했습
니까? 예수님 안에서 당신은 선과 악에 관해 어떤 새로운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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