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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신 것인가? (주일)
오늘의 본문 (창 42:23~28)
(23 절) 그들은 요셉이 듣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יֹוסף
ֵ֑ ֵ )וְ הֵ ם ל ֹא י ְָד ֔עּו כִּ י שֹ מֵ ַע
왜냐하면 그들 사이에 통역이 있었습니다. ()כִּ י הַ מֵ לִּ יץ בֵ ינֹ תָ ם
(24 절) 요셉은 그들로 부터 돌아서서 울었습니다. ( ְעלֵיהֶ ם וַיֵ ֵ֑בְ ך
ֲ ֵ)וַיִּ סֹ ב מ
그는 그들에게 돌아와서 그들과 말했습니다. () ַויָשָ ב ֲאלֵהֶ ם וַיְ דַ בֵ ר ֲאלֵהֶ֔ ם
그는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다가 그들 눈 앞에서 그를 가뒀습니다.
(ת־ש ְמ ֔עֹון ַו ֶיאֱסֹ ר אֹ תֹו לְ עֵינֵיהֶ ם
ִּ ֶ)וַיִּ קַ ח מֵ ִּאתָ ם א
(25 절) 요셉이 명령했습니다. ()וַיְ צַ ו יֹוסֵ ף
그들 가방에 곡식으로 채우도록, ()וַיְ מַ לְ אּו אֶ ת־כְ לֵיהֶ ם בָ ר
그리고 그들 돈을 각 사람 가방에 다시 넣도록, ()ּולְ הָ ִּשיב כ ְַספֵיהֶ ם ִּאיש אֶ ל־שַ ֔קֹו
그리고 그들에게 가는 동안 먹을 것을 주도록, ()וְ לָתֵ ת לָהֶ ם צֵ דָ ה ל ָ ֵַ֑ד ֶרְך
그대로 그들에게 행했습니다. () ַו ַיעַש לָהֶ ם כֵן
(26 절)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곡식을 그들 나귀에 싣고 그곳에서 떠났습니다.
(יהֵ֑ם ַויֵלְ כּו ִּמשָ ם
ֶ ֲמֹר
ֵ ת־שבְ ָרם עַל־ח
ִּ ֶ)וַיִּ ְשאּו א
(27 절) 그들이 자려고 머무는 곳에서 한 사람이 그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그의 가방을 열었
습니다. ()וַיִּ פְ תַ ח הָ אֶ חָ ד אֶ ת־שַ קֹו לָתֵ ת ִּמ ְספֹוא ַלחֲמֹ רֹו בַ מָ לֵ֑ ֹון
그는 그의 돈을 보았고, 그것은 그의 가방 입구에 있었습니다.
() ַוי ְַרא אֶ ת־כ ְַס ֔פֹו וְ הִּ נֵה־הּוא בְ פִּ י אַ ְמתַ חְ תֹו
(28 절) 그가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 ל־אֶ חָ יו
내 돈이 도로 돌아왔다. ()הּושַ ב כ ְַס ֔ ִּפי
보라. 그것이 내 가방에 있다. ()וְ גַם הִּ נֵה בְ אַ ְמתַ חְ ִּ ֵ֑תי
그들의 마음이 무너졌고, 그들은 떨며 서로 그의 형제에게 말했습니다.
() ַויֵצֵ א לִּ בָ ם ַויֶחֶ ְרדּו ִּאיש אֶ ל־אָ חִּ יו לֵאמֹ֔ 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신 것인가? ()מַ ה־ז ֹאת עָשָ ה אֱֹלהִּ ים לָנּ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끼리 히브리 말로 과거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이집트 총리인 요셉
이 히브리 말을 알아들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요셉이 처음부터 자기와 그들 사이에 통
역을 두었기 때문이다. 요셉은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잠시 자리를 떴다. 아마도 형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아직도 마음에 두고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요셉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을 것이다. 요셉은 맏아
들 므낫세를 낳고 나서 그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고 고백했다. 그는 자
신이 왜 이집트로 팔려 왔으며 어떻게 총리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는지 깨달아 알고 있었다. 그런
데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은 아직도 과거의 잘못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지금도 여전히 죄책감 속에
살고 있었다. 요셉은 그런 형들이 안쓰럽기까지 했다. 그는 지금 당장이라도 자기가 누군인지 밝히고
싶었으리라.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보여 준 그 꿈대로 온전히 이루시기까지 당분간 자신의 신분
을 숨기기로 했다. 요셉은 약속대로 형제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다가 다른 아홉 명이 보는 앞에서 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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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두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시므온일까? 주석가들은 대체로 이렇게 해석한다. 요셉은 원래 모
든 형제들의 맏이인 르우벤을 감옥에 넣을 계획이었지만 좀전에 자기 앞에서 형제들이 한 말을 듣고
는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맏형 르우벤은 요셉을 상인들에게 파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았을 뿐 아
니라 오히려 자신을 구해주려 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대신 둘째인 시므온을 잡아 두었다고 본
다. 일리가 있는 해석이라 생각된다. 또 다른 견해로는 경위야 어찌되었건 르우벤은 맏아들이고 따라
서 르우벤이 감옥에 갇히면 아무래도 아버지 야곱이 받을 충격이 훨씬 더 클 것 같아 그 점을 배려한
게 아닌가 추측하기도 한다. 여하튼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야곱의 가정사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요셉이니 분명 시므온을 잡아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요셉은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가져온 곡식 자루에 곡식을 가득 채우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그
들이 가져 온 돈도 다시 가방에 넣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명령했다. 사흘을 감옥게 갇혀 있던
형들은 요셉이 주는 음식을 먹고 각자의 곡식 자루들을 메고 이집트를 떠났다. 저녁이 되어 어떤 곳에
서 하룻밤 묵게 되었는데 그때 형제 중 누군가가 나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가방을 열었다가 가방 입
구에서 자신이 가져온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너무 놀랐다. 돈이 도로 있다니… 가뜩
이나 스파이로 오해 받아 둘째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곡식 값도 지불하지 않은 채 돈까
지 고스란히 가지고 온 셈이니 이젠 스파이에다 도둑의 누명까지 덮어쓰게 된 것이다.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떨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들이 이 일로 인해 얼마나 두려워했는지 짐작이 된다. 마
음이 무너졌다는 말은 용기를 잃었다는 뜻이다. 지금 그들은 이집트 총리 앞에 다시는 설 수 없을 정
도로 용기가 사라지고 말았다. 온몸이 마비되는 듯한 두려움이 그들을 감싸왔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
보며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신 것인가?
그들은 분명 돈을 주고 곡식을 샀다. 그런데 귀신이 곡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 넣은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나쁜 일들이 연달아
일어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분명 20여년 전 요셉에게 행한 그 일이
언제나 그들의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요셉은 선의로 이 돈을 도로 돌려주었을 것이다.
차마 형제들에게 곡식 값을 받을 수가 없었을 테니 말이다. 하지만 도둑이 제 발 저린다고 형들은 자
기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모두 부정적으로 해석했다.
죄인들의 속성이 그렇다. 늘 확신이 없고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스스로
지불하려 애를 쓴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고, 헌금도 많이 한다. 예배 시간도 어기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한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불안하기 때문이다. 죄에 시달리는 사
람들은 하나님을 공의의 측면에서만 본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힘과 노력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벗
어나 보려고 애를 쓰는 것이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친밀도가 확연히 떨어진다. 늘 하나
님은 자기를 감시하며 그 죄를 낱낱이 파헤치는 분이라 생각한다. 그런 분은 아직 그리스도 안에서 놀
라운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 당신은 어떠한가?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묵상을 위한 질문
살면서 당신은 애매하게 고난 당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가나
요? 그리고 당신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상황에서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어
떤 생각을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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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가 나의 모든 것을 빼앗는구나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42:29~38)
(29 절) 그들이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왔습니다.
() ַויָבֹ אּו אֶ ל־ ַיעֲקֹ ב אֲבִּ יהֶ ם אַ ְרצָ ה כְ נָ ֵ֑עַן
그들은 그들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 ַויַגִּ ידּו ֔לֹו אֵ ת כָל־הַ קֹ רֹ ת אֹ תָ ם לֵאמֹ ר
(30 절)
그 땅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말했고, () ִּדבֶ ר הָ ִּאיש אֲדֹ נֵי הָ אָ ֶרץ ִּאתָ נּו קָ ֵ֑שֹות
그는 우리를 그 땅의 스파이로 여겼습니다. ()וַיִּ תֵ ן אֹ ֔ ָתנּו כִּ ְמ ַרגְ לִּ ים אֶ ת־הָ אָ ֶרץ
(31 절)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 ַונ ֹאמֶ ר אֵ לָיו
우리는 정직하고 우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כֵנִּ ים אֲנָ ֵ֑חְ נּו ל ֹא הָ יִּ ינּו ְמ ַרגְ לִּ ים
(32 절)
우리는 열두 형제이고 우리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 ְשנֵים־עָשָ ר ֲאנַחְ נּו אַ חִּ ים בְ נֵי אָ ִּ ֵ֑בינּו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지금 가나안 땅에 있는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
다. () הָ אֶ חָ ד אֵ י ֶ֔ננּו וְ הַ קָ טֹ ן הַ יֹום אֶ ת־אָ בִּ ינּו בְ אֶ ֶרץ כְ ָנעַן
(33 절)
그러자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 לֵינּו הָ ִּאיש אֲדֹ נֵי הָ ֔ ָא ֶרץ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가 정직한 자들인지 알 것이다.
()בְ ז ֹאת אֵ ֔ ַדע כִּ י כֵנִּ ים אַ ֶ ֵ֑תם
너희 형제 중 한명을 나와 함께 두고, ()אֲחִּ יכֶם הָ אֶ חָ ד הַ נִּ יחּו ִּא ֔ ִּתי
너희 가정의 기근을 위해 (곡식을) 가지고 가라.
(ת־רעֲבֹון בָ תֵ יכֶם קְ חּו ָולֵכּו
ַ ֶ)וְ א
(34 절)
그리고 너희 막내 동생을 나에게 데려와라. ()וְ הָ בִּ יאּו אֶ ת־אֲחִּ יכֶם הַ קָ טֹ ן אֵ לַי
그러면 내가 너희가 스파이가 아니고 너희가 정직한 것을 알 것이고,
()וְ אֵ ְדעָה כִּ י ל ֹא ְמ ַרגְ לִּ ים אַ ֔ ֶתם כִּ י כֵנִּ ים אַ ֶ ֵ֑תם
내가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줄 것이다. ()אֶ ת־אֲחִּ יכֶם אֶ תֵ ן ָל ֶ֔כם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서 무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וְ אֶ ת־הָ אָ ֶרץ ִּת ְסחָ רּו
(35 절) 그들이 그들의 가방을 비울 때 보니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가방 속에 있었습니다.
(ֵה־איש צְ רֹור־כ ְַספֹו בְ שַ ֵ֑קֹו
ִּ )וַיְ הִּ י הֵ ם ְמ ִּריקִּ ים שַ קֵ יהֶ֔ ם וְ הִּ נ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그 돈뭉치를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יראּו
ָ ִּ)וַיִּ ְראּו אֶ ת־צְ רֹ רֹות כ ְַספֵיהֶ ם הֵ מָ ה ַואֲבִּ יהֶ ם וַי
(36 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לֵהֶ ם ַיעֲקֹ ב אֲבִּ יהֶ֔ ם
너희는 나로 자녀를 잃게 만드는구나. ()אֹ ִּתי ִּשכַלְ ֶ ֵ֑תם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יֹוסֵ ף אֵ ינֶנּו וְ ִּש ְמעֹון אֵ י ֶ֔ננּו
그런데 너희는 베냐민도 빼앗으려 하는구나. ()וְ אֶ ת־בִּ נְ י ִָּמן ִּתקָ֔ חּו
너희가 나의 모든 것을 빼앗는구나. () ָעלַי הָ יּו ֻכ ָלנָה
(37 절)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께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ראּובֵ ן אֶ ל־אָ בִּ יו לֵאמֹ֔ ר
만약 제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한다면, 제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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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ת־שנֵי בָ נַי תָ ִּ֔מית ִּאם־ל ֹא אֲבִּ יאֶ נּו אֵ לֶ ֵ֑יָך
ְ ֶ)א
그를 제 손에 맡기십시오. 제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돌아오겠습니다.
(ֲשיבֶ נּו אֵ לֶיָך
ִּ ) ְתנָה אֹ תֹו עַל־י ִָּ֔די ַואֲנִּ י א
(38 절) 야곱이 말했습니다. () ַו ֹּ֕י ֹאמֶ ר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않을 것이다. ()ל ֹא־י ֵֵרד בְ נִּ י עִּ מָ כֶ ֵ֑ם
그의 형은 죽었고 그는 혼자 남았기 때문이다. ()כִּ י־אָ חִּ יו מֵ ת וְ הּוא לְ בַ דֹו נִּ ְשאָ ר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일어나면 (כּו־בּה
ָ ֔ ְ)ּוקְ ָראָ הּו אָ סֹון בַ דֶ ֶרְך אֲשֶ ר תֵ ל
너희가 내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다.
(הֹור ְדתֶ ם אֶ ת־שֵ יבָ ִּתי בְ יָגֹון ְשאֹולָה
ַ ְ)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다. 다행히 식량을 구해 와서 당분간 기근은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들이 가져온 것은 식량만이 아니었다. 그들이 들고 온 자루 안에는 연명할 수 있는 곡식뿐만
아니라 근심거리도 한가득 들어 있었다. 열 명의 아들 중 아홉 명만 돌아왔다. 야곱의 가족은 생명을
연장해 줄 곡식은 얻었지만 그보다는 더 큰 걱정거리를 짊어지고 온 셈이 되었다.
그들은 단지 이집트에 식량을 구하러 갔을 뿐인데 난데없이 스파이로 오해를 받았다. 그 때문에 생각
지도 않았던 감옥에 사흘 동안이나 갇혀 있었다. 그들은 스파이라는 누명을 벗기 위해 막내 베냐민을
이집트로 데리고 오겠다고 요셉에게 약속을 했다.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시므온의 신변이 위험하게
된다.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 온다고 했던가? 오다가 보니 곡식 자루 안에는 곡식 값으로 요셉에게 지
불했어야 할 돈이 그대로 들어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스파이에다 이젠 꼼짝없이 도둑으로까지 몰리
게 되었다. 참으로 남감했다. 모든 식구들을 기근으로부터 구할 식량을 구해오긴 했지만 근심은 더 깊
어진 것이다. 우여곡절 끝에 집으로 돌아온 아들들은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소상하게 야곱에게 이
야기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가져 온 곡식 자루를 모두 풀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자루에서 하나
같이 가져갔던 돈이 그대로 나왔다. 아마도 그 순간 이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을 것이다.
야곱은 자신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열명이 가서 아홉만 돌아온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된 것이다. 게다가 마땅히 지불하고 와야할 돈까지 그대로
가지고 왔다. 경위야 어찌 되었든 야곱은 감당하기 벅찬 숙제를 떠 안게 된 것이다.
그러고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한시도 야곱의 마음을 편안하게 한 적이 없었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
람 잘 날 없다고는 하지만 자식들로 인한 근심으로 치면 야곱만한 사람도 흔치 않을 것이다. 삼촌 라
반의 집을 떠나 세겜으로 온 야곱은 거기에 장막을 치고는 제 2의 인생을 시작할 요량이었지만 그 계
획은 자식들로 인해 산산조각이 났다. 그의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으로부터 강간을 당했고 디나
를 사랑하여 청혼한 세겜에게 할례를 이용하여 그 오빠들이 세겜 남자들을 잔인하게 도륙했다. 그 때
문에 야곱은 부랴부랴 야반도주를 해야 했다. 어디 그뿐인가? 아들들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요셉을 그들에게 보냈는데 그만 몹쓸 변을 당하고만 것이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들 사이에 요셉의 모
습은 보이지 않고 오직 그의 피묻은 채색옷만 덩그러니 돌아온 것이다. 자기 자식들이 작당을 해서 요
셉을 상인들에게 판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산 지도 벌써 십수 년이 흘렀다. 그
런데 이번엔 기근이 닥쳐서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로 간 아들 중에 한 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거기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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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게다가 그가 애지중지하는 베냐민까지 이집트로 보내야만 하는 상황이다. 도대체 아들들이 어
떻게 처신했는지 난데없이 스파이로 몰린 데다가 곡식 값으로 지불하고 와야 할 돈까지 도로 가져 오
는 바람에 일이 더욱더 꼬였다. 설령 베냐민을 보낸다 해도 그의 신변에 무슨 일이 일어날 지는 가늠
할 길이 없다. 야곱은 눈앞이 캄캄해 왔다. 급기야는 사려깊지 못한 아들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
“너희는 나로 자녀를 잃게 만드는 구나. 요셉을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너희는 베냐민도 빼
앗으려 하는구나.”
야곱은 아들들이 원망스러웠다. 베냐민을 제외하고는 모두 장가를 들어 일가를 이루고 있는 성인들
이지만 지금까지도 아버지 야곱에겐 늘 성에 차지 않는 자식들이다. 도대체 야곱은 언제까지 아들들
이 저지른 일로이렇게 고통 받아야 하는가? 야곱은 계속되는 불행에 탄식하듯 외마디 비명을 질렀다.
“너희가 나의 모든 것을 빼앗는구나!”
야곱은 아들을 열 둘이나 두었다. 하지만 그 중 하나는 실종된 채 피묻은 옷만 집으로 돌아왔다. 야곱
은 요셉을 잃은 슬픔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었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을 앞세운 아비가 어찌 맘 편히
발 뻗고 잠을 잘 수 있겠는가? 그나마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위안 삼아 지금껏 살아온 야곱이다. 그
런 그에게 아들들은 청천벽력같은 말을 한다. 베냐민을 반드시 이집트 땅으로 데려가지 않으면 안 된
단다. 야곱은 소중한 아들들을 하나하나 잃어가는 상황이 고통스럽고 원망스러웠다. 그는 자신의 불
행한 삶을 외마디처럼 토로했다. 맏아들 르우벤이 자기 아들들의 목숨을 걸고 베냐민의 안전을 반드
시 책임지겠다고 나섰으나 야곱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당시 야곱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어떻게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만 골라서 데리고 가
시는 걸까? 라헬이 그랬고, 요셉이 그러했으며, 이번에는 베냐민이다. 누가 일부러 꼭 집어서 해코지
하는 게 아니라면 이럴 수는 없는 일이다. 야곱은 자신의 삶에 회한이 서렸고, 그것을 보고만 계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을 것이다.
우리들의 삶도 야곱과 같을 때가 있다. 하나님이 내게서 소중한 것만 빼앗아가신다는 느낌을 받을 때
가 있다. 속 썩이는 자식 때문에 속절없이 눈물만 흘리기도 하고, 눈 앞에 닥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미래가 두려운 분도 있고, 소중한 가족이 불치병으로 병상에 누워있는 분도 있을 것이다. 파도 하
나를 넘나 싶으면 어느새 더 큰 파도가 밀려 온다. 도대체 언제 끝날지도 모를 고통과 싸우고 있는 분
들에게는 이런 삶의 원인 제공자가 너무도 원망스럽지 않겠는가? 하지만 현실에서 부딪치는 고통은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다. 더욱이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삶의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그리
고 그 고난은 하나님의 훈련 과정에 필수적이다. 훈련하는 동안은 삶이 가혹하리만큼 힘들 수 있다. 그
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마다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들
은 팍팍한 현실을 믿음 하나로 버티며 견뎌갈 수 있는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삶의 고통스런 순간에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행동합
니까? 그런 순간에도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내할 수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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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기근이 오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43:1~10)
(1 절) 그 땅에 기근이 심했습니다. ()וְ הָ ָרעָב כָבֵ ד בָ אָ ֶרץ
(2 절)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었을 때,
() וַיְ הִּ י ַכאֲשֶ ר כִּ לּו ֶלאֱכֹ ל אֶ ת־הַ שֶ֔ בֶ ר אֲשֶ ר הֵ בִּ יאּו ִּמ ִּמצְ ָ ֵ֑ריִּ ם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לֵיהֶ ם אֲבִּ יהֶ֔ ם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먹을 식량을 사 와라. ()שֻ בּו ִּשבְ רּו־לָנּו ְמעַט־אֹ כֶל
(3 절) 유다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 לָיו יְ הּודָ ה לֵאמֵֹ֑ ר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며 말했습니다. ()הָ עֵד הֵ עִּ ד בָ נּו הָ ִּאיש לֵאמֹ ר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א־ת ְראּו ָפ ַ֔ני
ִּ )ל
너희 동생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으면, ()בִּ לְ ִּתי אֲחִּ יכֶם ִּא ְתכֶם
(4 절)
만약 아버지께서 우리 동생을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 ִּאם־י ְֶשָך ְמשַ לֵחַ אֶ ת־אָ חִּ ינּו ִּא ָ ֵ֑תנּו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해 식량을 사올 것입니다. ()נ ְֵר ֹּ֕ ָדה וְ נִּ ְשבְ ָרה לְ ָך אֹ כֶל
(5 절)
하지만 만약 아버지께서 (동생을) 보내지 않으시면 ( ַ)וְ ִּאם־אֵ ינְ ָך ְמשַ לֵח
우리는 내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ל ֹא נ ֵ ֵֵ֑רד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כִּ י־הָ ִּאיש אָ מַ ר אֵ לֵינּו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다. (ֹא־ת ְראּו ָפ ַ֔ני
ִּ )ל
너희 동생이 너희와 함께 있지 않으면, ()בִּ לְ ִּתי אֲחִּ יכֶם ִּא ְתכֶם
(6 절) 이스라엘이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יִּ ְש ָר ֔ ֵאל
왜 너희는 나에게 해를 끼치느냐? ()לָמָ ה ה ֲֵרעֹ תֶ ם ִּ ֵ֑לי
너희에게 다른 형제가 있다는 것을 그 사람에게 말해서 ()לְ הַ גִּ יד ל ִָּ֔איש הַ עֹוד ָלכֶם אָ ח
(7 절) 그들이 말했습니다. (ֹאמרּו
ְ ) ַוי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 친족에 대해 자세히 질문하며 말했습니다.
()שָ אֹול שָ אַ ל־הָ ִּאיש לָנּו ּולְ מֹול ְַדתֵ נּו לֵאמֹר
너희 아버지는 아직 살아 있느냐? ()הַ עֹוד אֲבִּ יכֶם חַ י
너희에게 다른 형제가 있느냐? () ֲהיֵש ָלכֶם ֔ ָאח
우리는 그의 이러한 질문들에 따라 대답하였습니다. (ֶד־לֹו עַל־פִּ י הַ ְדבָ ִּרים הָ ֵ ֵ֑אלֶה
֔ ) ַו ַנג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 ֲהיָדֹו ַע נ ֔ ֵַדע
그가 “너희 동생을 데려와라”라고 말할 줄을, (הֹורידּו אֶ ת־אֲחִּ יכֶם
ִּ ֹאמר
ַ ֔ )כִּ י י
(8 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했습니다. ()וַי ֹאמֶ ר יְ הּודָ ה אֶ ל־יִּ ְש ָראֵ ל אָ בִּ יו
저 아이를 저와 함께 보내십시오. () ִּשלְ חָ ה הַ ַנעַר ִּא ִּתי
그 때 우리는 일어나 갈 것입니다. ()וְ נָקּומָ ה וְ נֵלֵ ֵ֑ כָ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וְ נִּ חְ יֶה וְ ל ֹא נ ָ֔מּות
우리와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도 ()גַם־ ֲאנַחְ נּו גַם־אַ תָ ה גַם־טַ פֵנּו
(9 절)
제가 그를 위해 담보가 되겠습니다. ()אָ נֹ כִּ י אֶ ע ְֶר ֔ ֶבנּו
제 손으로 부터 그를 찾으십시오. (שנּו
ֵ֑ ֶ ְ) ִּמי ִָּדי ְתבַ ק
만약 제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와서 아버지 앞에 세우지 못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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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절)

() ִּאם־ל ֹא הֲבִּ יאֹ ִּתיו אֵ לֶיָך וְ הִּ צַ גְ ִּתיו לְ ָפ ֶ֔ניָך
제가 아버지께 평생에 죄를 지은 것이 될 것입니다. (אתי לְ ָך כָל־הַ י ִָּמים
ִּ ָ)וְ חָ ט
우리가 꾸물거리지 않았다면 ()כִּ י לּולֵא הִּ ְתמַ הְ ָ ֵ֑מהְ נּו
벌써 두 번은 갔다 왔을 것입니다. ()כִּ י־עַתָ ה שַ בְ נּו זֶה ַפעֲמָ יִּ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계속되는 흉년은 땅의 모든 사람들을 고통으로 몰아갔다. 야곱도 예외는 아니었다. 지난 번에 아들들
이 사 온 곡식은 이내 바닥이 났다. 더는 먹을 식량이 남아 있지 않았다. 전에 이집트에서 구해 온 식량
들로 얼마를 버텼는지는 알 수 없다. 당시는 하나님이 바로의 꿈을 통해 보여준 칠 년 흉년의 한가운
데 있었고, 곡식은 요셉의 통치하에 있는 이집트에서만 얻을 수 있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또 다
시 이집트에서 식량을 구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 그 외엔 길이 없다. 할
수 없이 야곱은 아들들을 불러 이집트에 가서 식량을 사오라고 했다.
현실적인 어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최선보다는 차선을 택하게 하고, 차선보다는 차악을 택하게 만든
다. 지금 시므온은 이집트에 볼모로 잡혀 있는 상태다. 야곱에게 최선은 기근이 닥치기 전처럼 열한 아
들과 곡식 걱정 없이 사는 것이다. 차선은 베냐민을 데려가지 않고도 곡식을 사고 시므온도 구해 오는
것이다. 하지만 야곱은 최선도, 차선도 아닌, 차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특히나 지금의 기근은 하나
님이 불러오신 것이다.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야곱은 지금 온 가족이 굶어 죽는 최
악의 상황을 면하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해야만 하는 형편이다.
야곱은 지난 번 구해온 식량으로 버티다 보면 기근이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내심 기대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상황은 점점 나빠졌다. 날이 갈수록 기근이 심해져 또 다시 이집트에서 양식을 사지 않으면 도
저히 가족들이 살아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야곱은 하는 수 없이 고집을 꺾을 수 밖
에 없었다. 상황이 그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간 것이다.
아들들이 아버지의 명을 받아 다시 이집트로 가게 되자 유다가 나서서 말했다. 이번에 베냐민을 데리
고 가지 않는다면 이집트에 내려 가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다고 야곱을 설득했다. 야곱의 마음은 답답
하기 그지 없었다. 성경 독자들은 이 모든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 지 이미 잘 알고 있다. 특히나 요셉에게 지나치게 우호적인 독자들은 형들이 지금 이런 일을 당
하고 있는 걸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다. (실제로 성경의 독자들 대부분은 요셉에게 호의를 갖고 있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들을 정당하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만약 요셉이 형들에게 솔직하게 자
신의 신분을 드러내고 일처리를 했다면 아버지나 그의 형들이 이토록 마음 졸이는 일은 없었을 것이
다. 지금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요셉이 꾸민 일이라는 걸 아는 독자들은 지금 이 상황에
서 마음 한구석에 불편한 생각이 들어야 정상이다.
도대체 인간들에게 선은 무엇이고 악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인간들의 어두운 면을 이렇게까지 적나라 하게 노출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형들은 그렇다
고 치자. 요셉은 요셉대로 형들에게 술수를 부려 그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야곱의 불치
병인 ‘자기애”는 다시 한 번 그 실체를 드러냈다. 누구 하나 온전히 상대방을 배려하는 사람이 없고 모
두가 각자의 입장에서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다. 이것이 인간의 실체다. 인간들은 모두가 자신의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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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을 추구하며 그 욕망을 성취해 내고자 한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의로운 삶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형
들에게 그들의 성품을 고치라고 명령하신 적도 없다. 대신 하나님은 그들의 왜곡된 성품조차 그분의
일에 사용하신다.
극심한 기근은 야곱이 마지막까지 아끼던 아들 베냐민까지도 내놓게 만들었다. 유다는 모든 형제들
을 무사히 데리고 돌아오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자기 자식들까지 담보로 내걸었다. 베냐민은 물론
이고 시므온도 구할 것이며, 식량도 구해와서 집안을 살려야겠다는 생각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하나님은 단순히 교훈을 주거나 명령을 내리거나 가르침을 주어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않으신다. 대
신 그들의 삶의 환경을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몰아가신다. 지금의 기근은 그들의
내면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 번도 원치 않았던 길을 걷도록 만들었다.
교육이 인간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을 통해 우
리 자신의 변화는 물론이고 그분의 사랑까지 체험케 하시는 분이다. 요즈음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는 성화다. 성화 (sanctification)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적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말한다. 그런데 이 성화라라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 교회에서 행하는 몇 번의 특별 프로그램으로 성화가 되는 게 아니다. 신학 대학을 수료했
다고 성화가 되는 것도 아니다. 성화는 우리의 뜻을 스스로의 의지로 꺾어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과정
이 아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듯이 성화 또한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다. 칭의
처럼 성화 역시도 하나님의 영역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성화시키는가? 바로 우리의
삶의 환경을 바꾸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신다. 더운 곳에 있으면 앏고 편한 옷으로 갈아 입게
된다. 반면, 추운 곳에서는 두꺼운 옷을 겹쳐 입게 마련이다. 이처럼 환경은 우리로 하여금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게 만든다. 성화의 과정도 이와 마찬가지다.
지금 야곱과 그의 아들들은 그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기근으로 인해 이전에 그들이 살아온 삶의 패턴
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밖에 없었다. 그 삶은 그들이 택한 것도, 원한 것도 아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도 이 과정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문제들에 직면하게 된다. 하나님이 상황을 이용해
서 그들을 다루고 계시는 것이다. 그것이 성화다. 지금 우리의 상황은 어떠한가? 어떻게서든 벗어나
고 싶은 지옥같은 상황에 놓여 있는가? 힘들겠지만 그 어려운 상황을 통해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게 하
시고 우리의 묵은 때를 씻어내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의 지금 모습은 과거와 비교하여 어떤가요? 만약 달라진 게 있다면 스스로의 의지적 노력 때문인
가요 아니면 처한 상황이 당신 자신을 지금의 모습으로 변하게 한 걸까요? 왜 당신은 그런 상황에 처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라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그런 과정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알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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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자녀를 잃게 되면 잃는 것이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창 43:11~14)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לֵהֶ ם יִּ ְש ָראֵ ל אֲבִּ יהֶ ם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 () ִּאם־כֵן אֵ פֹוא ז ֹאת עֲשּו
이 땅의 가장 좋은 소출을 너희 가방에 담아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가져가라.
(הֹורידּו ל ִָּאיש ִּמנְ ָחֵ֑ה
ִּ ְ)קְ חּו ִּמז ְִּמ ַרת הָ אָ ֶרץ בִּ כְ לֵי ֶ֔כם ו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담아라).
(ּושקֵ ִּדים
ְ ּומעַט ְד ֔ ַבש נְ כ ֹאת ו ָֹ֔לט בָ טְ נִּ ים
ְ ) ְמעַט צ ֳִּרי
(12 절)
두배가 되는 돈을 너희 손에 가지고, ()וְ כֶסֶ ף ִּמ ְשנֶה קְ חּו בְ י ְֶדכֶ ֵ֑ם
너희 가방에 다시 들어있던 그 돈을 다시 너희 손에 가지고 가라.
() וְ אֶ ת־הַ כֶסֶ ף הַ מּושָ ב בְ פִּ י אַ ְמ ְתחֹ תֵ יכֶם תָ ִּשיבּו בְ י ְֶד ֶ֔כם
아마도 그것은 실수였을 것이다. ()אּולַי ִּמ ְשגֶה הּוא
(13 절)
너희 동생을 데리고 일어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라.
()וְ אֶ ת־אֲחִּ יכֶם ָ ֵ֑קחּו וְ קּומּו שּובּו אֶ ל־הָ ִּאיש
(14 절)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וְ אֵ ל שַ דַ י יִּ תֵ ן ָלכֶם ַרח ֲִּמים לִּ פְ נֵי הָ ִּ֔איש
그가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시기를.
()וְ ִּשלַח ָלכֶם אֶ ת־אֲחִּ יכֶם אַ חֵ ר וְ אֶ ת־בִּ נְ י ִּ ֵָ֑מין
내가 자녀를 잃게 되면 잃는 것이다. () ַוא ֹּ֕ ֲִּני ַכאֲשֶ ר שָ כֹ לְ ִּתי שָ כָלְ ִּתי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넷째 아들 유다의 이야기를 경청한 야곱은 드디어 결심을 했다. 유다의 말이 설득력이 있었기 때문이
기도 하지만 야곱으로서도 별 뽀족한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지금 야곱은 막다른 골목에 몰린 셈
이다.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가족 모두가 죽게 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에서 막무가내로 고집을 피
울 수만은 없었다. 그는 라헬과 요셉을 잃었고 지금은 시므온마저 이집트에 볼모로 잡혀있는 상태다.
게다가 이제는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까지도 내어 놓아야 한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야곱은 자신
과 가족을 살리기 위해 그 위험한 곳으로 모든 아들들을 보내야만 한다.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
든 것을 준비시켰다. 그리고는 길을 떠나는 아들들에게 이렇게 당부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라. 이 땅의 가장 좋은 소출들 즉,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를 너희 가방에 담아서, 그 사람에게 선물로 가져가라. 나희 가방에 다시 들어 있던 그
돈의 두배가 되는 돈을 너희 손에 가지고 가라. 너희 동생을 데리고 가라. 일어나 다시 그 사람에게 가
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가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 보내기를…내가 자녀를 잃게 되면 잃는 것이다.”
야곱은 자기가 생각한 모든 아이디어를 아들들에게 이야기했다. 야곱의 계략은 어떻게 해서든 막내
베냐민에게 피해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생각해낸 궁여지책이었다. 거기다 잡혀있는 시므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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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히 데리고 온다면 더할 나위가 없다. 그런데 야곱이 생각해 낸 것이라고는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
출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 가져가는 것이었다. 말이 선물이지 실제로는 뇌물인 셈이다. 요즈음 한
국에서 뜨거운 화두인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알려진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에 따른
다면 그들은 모두 위법을 저지르고 있는 형국이다. 야곱은 어떻게든 이집트 총리의 환심을 사고자 했
다. 하나님을 믿는 야곱이지만 그는 여전히 인간적인 방법에 골몰하고 있다.
야곱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뇌물에 가까운 선물을 준비하고 그것으로 상대방의
환심을 사려했다. 만약, 당시 이집트의 총리가 요셉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면 아마도 그 술수가 통
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왜 야곱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일까?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방식이기 때문이다. 야곱도 그들과 별로 다를 바 없었다. 아니 할 술 더 떠서 인간적인 꾀로 위기를 돌
파하는데는 야곱을 따라올 자가 없을 정도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가로채기까지 그가 한 일련의 행동
들만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술수에 능하며 뻔뻔한 사람인지 알고도 남음이 있다.
그것이 야곱이 평생을 살아 온 삶의 방식이다.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 역시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세
상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방법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
라는 걸 경험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세상을 더
따르게 된다. 더욱이 많은 경우 이 방법으로 효과를 본다. 그렇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중적
이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나님의 방법은 대개의 경우 세상에서 손해를 감수해야만 한다. 세상의 방법보다 훨씬 위험할 뿐 아
니라 비합리적으로 보인다.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다가는 어쩌면 평생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할 지도 모
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인 방법에 쉽게 끌리게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런 야곱의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해 한 번도 직접적으로 벌을 내리거나 혼내신 적이 없다. 대신 하
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그를 훈련해 가신다. 그의 삶의 굽이굽이마다 부딪히는 사건을 통해 하나님은
그를 다루어 가셨고 야곱은 그 동안 자기가 저지른 잘못과 실수에 대해 조금씩 깨달아 간다. 이처럼 하
나님은 허점투성이인 야곱을 선택하시고 그런 그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해 주셨다.
이 세상의 타성을 따르다 보면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 요즈음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
다가 곤욕을 치르는 것을 자주 목격하게 된다. 물론 그가 받는 곤욕은 세상으로부터의 곤욕이다. 세상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처절할 정도로 응징한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기도 하고, 경제적
인 위해를 가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감옥에 넣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다. 실수는 물론이고
그릇된 생각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질책하고 응징하지 않으신다. 대신 그 모든 실
수를 껴안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치유해 가며 우리 스스로 깨닫도록 인도해 가는 분이다.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의 방법보다 세상의 이치를 따를 때 훨씬 더 편안함을 느낄 때는 없습니까? 왜 그런 생
각이 들까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그 과정에서 당신은 무엇을 깨
닫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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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들이 두려움에 싸이다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43:15~18)
(15 절) 그 형제들은 이 선물을 마련하고 두배가 되는 돈을 그들 손에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ומ ְשנֶה־כֶסֶ ף לָקְ חּו בְ יָדָ ם וְ אֶ ת־בִּ נְ י ִּ ֵָ֑מן
ִּ )וַיִּ קְ חּו הָ ֲאנ ִָּשים אֶ ת־הַ ִּמנְ חָ ה הַ ֔ז ֹאת
일어나 이집트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섰습니다. () ַויָקֻ מּו ַוי ְֵרדּו ִּמצְ ַ ֔ריִּ ם ַו ַיע ְַמדּו לִּ פְ נֵי יֹוסֵ ף
(16 절) 요셉은 그들과 함께 있는 베냐민을 보고 그의 집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יתֹו
֔ ֵ) ַוי ְַרא יֹוסֵ ף ִּאתָ ם אֶ ת־בִּ נְ י ִָּמין ַוי ֹאמֶ ר ַלאֲשֶ ר עַל־ב
이 사람들을 집으로 데려가라. ()הָ בֵ א אֶ ת־הָ ֲאנ ִָּשים הַ ָבֵ֑יְ תָ ה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וטְ בֹ חַ טֶ בַ ח וְ הָ ֵ֔כן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점심을 먹을 것이다. ()כִּ י ִּא ִּתי י ֹאכְ לּו הָ ֲאנ ִָּשים בַ צָ ה ֳָריִּ ם
(17 절) 그 사람은 요셉이 말한 대로 하였고, 그 사람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יֹוסף ַויָבֵ א הָ ִּאיש אֶ ת־הָ ֲאנ ִָּשים בֵ יתָ ה יֹוסֵ ף
ֵ֑ ֵ ) ַו ַיעַש הָ ִּ֔איש ַכאֲשֶ ר אָ מַ ר
(18 절) 그 사람들은 두려워하였는데 그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되었기 때문입니다.
()וַיִּ ְיראּו הָ ֲאנ ִָּשים כִּ י הּובְ אּו בֵ ית יֹוסֵ ף
그들이 말했습니다. (ֹאמרּו
ְ ) ַוי
처음에 우리 가방에 다시 들어온 그 돈 때문에 우리가 끌려온 것이고,
(ַל־דבַ ר הַ כֶסֶ ף הַ שָ ב בְ אַ ְמ ְתחֹ תֵ ינּו בַ ְתחִּ ָ֔לה ֲאנַחְ נּו מּובָ ִּ ֵ֑אים
ְ )ע
그가 우리를 붙잡고 공격하여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는 것이다.
()לְ הִּ ְתגֹ לֵל ָעלֵינּו ּולְ הִּ ְת ַנפֵל ָע ֵ֔לינּו וְ לָקַ חַ ת אֹ תָ נּו ַלעֲבָ ִּדים וְ אֶ ת־חֲמֹ ֵרינּ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준비한 선물과 곡식 값의 두 배가 되는 돈을 가지고 베냐민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들은 드디어 이집트에 도착했고 요셉 앞에 섰다. 첫 번째 식량을 구하러 갈 때와는 달리
그들은 가는 내내 매우 긴장했다. 행동거지 하나하나까지 조심하고 어떤 사소한 것이라도 책잡힐 일
은 아예 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제 아무리 선물을 준비하고, 두 배나 되는 돈을 준비했다 하더라도 그
것으로 자기들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요셉 앞에 선 그들은 속이 타들어
가서 모두들 고개를 숙이고 감히 요셉의 얼굴을 쳐다 보지도 못했을 것이다.
요셉은 자신 앞에 선 형제들 중에서 베냐민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동생이 자기 눈 앞에 서 있는
걸 보았다. 한 뱃속에서 태어난 동생 베냐민과 헤어진 지 어언 20년도 넘게 지났지만 요셉은 동생의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어떻게 그 얼굴을 잊을 수 있었겠는가? 동생을 보자 요셉의 마음은 크게 흔
들렸다. 요셉은 애써 침착을 되찾으며 자기 집을 관리하는 집사를 불렀다. 그리고는 형제들을 집으로
데려가 짐승을 잡고 점심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요셉의 명을 받은 집사가 형제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갔다. 요셉이 이집트말로 집사에게 명령을 했
을테니 당연히 그들은 요셉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집사가 갑자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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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요셉의 집으로 안내하자 그들은 덜컥 겁이 났다. 그들은 너무도 두려웠을 것이다. 식량을 사러 온
사람들을 총리가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이다. 동생을 데려왔으니
그들이 스파이가 아니라는 건 이미 확인이 된 셈이다. 따라서 그들의 결백은 입증되었다. 그러니 시므
온을 풀어 주고 그들에게 식량을 팔면 될 일이다. 그런데 총리와 무언가 대화를 나눈 집사가 자신들을
총리의 집으로 안내했다. 도대체 왜 자신들을 총리집으로 인도한 건지 불안한 마음으로 서로를 쳐다
보았다. 눈치를 보아하니 결국 돈 문제가 아닐까 싶었다. 아무래도 지난 번 곡식 값으로 지불해야 할
돈이 식량 주머니에 그대로 들어 있었던 게 화근이 됐을 거라고 추측했다.
“처음에 우리 가방에 다시 들어온 그 돈 때문에, 우리가 끌려온 것이고, 그가 우리를 붙잡고 공격하여
우리를 종으로 삼고, 우리 나귀를 빼앗으려는 것이다.”
죄란 무서운 것이다. 끝까지 죄인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힌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쳐도 죄는 끝
까지 쫓아 온다. 그들이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길 때부터 그들 마음 한 구석에는 죄
의식이 자리잡았다. 그 때문에 자기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상한 일이 일어나면 어김없이 그 일이 떠올
랐다. 죄는 그처럼 무서운 것이다. 그런 죄의식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 죄에 대한 진정한 용서를 체
험해야 한다. 시편 기자는 이 같은 죄의 무서움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어찌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네 입에 두느냐 네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네 뒤로 던지며 도적을 본즉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와 동류가 되며 네 입을 악에게 주
고 네 혀로 궤사를 지으며 앉아서 네 형제를 공박하며 네 어미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네가 이 일을 행
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
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
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시 50:16-22).
하나님은 십자가의 용서를 깨닫게 하기에 앞서 먼저 죄인들의 죄를 차례대로 눈 앞에 베풀어 보이신
다. 그 순간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많은 죄를 지은 중죄인인지, 그래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설 자
격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죄의식은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하기 전에 반드시
겪게 되는 필연적인 감정이다. 이런 죄의식은 인간의 노력으로는 없앨 수가 없다. 성령님이 오셔서 우
리에게 십자가의 의미를 가르쳐 주기 전까지는 죄는 계속해서 죄인들을 괴롭힌다. 그래서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죄를 씻기 위해 수많은 노력들을 하게 된다. 물론 그런 노력들은 결과적으로 전
부 무위로 돌아간다. 왜냐하면 어떠한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죄를 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내면
에 있는 죄의식은 오직 성령님만이 씻어낼 수 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용서가 의미하는 바
를 깨닫게 하심으로 죄로부터의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게 한다. 요셉의 형들은 아직도 과거의 죄의식
속에 헤메고 있다. 그들에게 요셉이 정체를 드러내고 진정한 용서의 손을 내밀 때까지 그들의 죄의식
은 계속될 것이다. 우리들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미신다. 그 손을 잡
을 때 우리의 죄는 눈녹듯 사라질 것이다. 그것이 구원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죄책감이 들 때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있
나요? 당신은 십자가 아래에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진정한 용서와 평강을 경험하고 계신가요? 그 체
험이 당신의 삶을 어떻게 이끌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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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43:19~25)
(19 절) 그들은 요셉의 집에 있는 사람에게 다가갔고 그 집 입구에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יֹוסף וַיְ דַ בְ רּו אֵ לָיו פֶתַ ח הַ בָ יִּ ת
ֵ֑ ֵ )וַיִּ גְ שּו אֶ ל־הָ ִּ֔איש אֲשֶ ר עַל־בֵ ית
(20 절) 그들이 말했습니다. (ֹאמרּו
ְ ) ַוי
내 주여, 우리는 지난번에 정말로 식량을 사러 내려 왔습니다.
()בִּ י אֲדֹ ִּנֵ֑י יָרֹ ד י ַָר ְדנּו בַ ְתחִּ לָה לִּ ְשבָ ר־אֹ כֶל
(21 절)
우리가 밤에 하루 묵을 곳에 도착해서 우리 가방을 열어서 보니
() וַיְ הִּ י כִּ י־בָ אנּו אֶ ל־הַ מָ לֹון וַנִּ פְ ְתחָ ה אֶ ת־אַ ְמ ְתחֹ ֔ ֵתינּו וְ הִּ נֵה
각 사람의 돈, 우리 돈 전부가 가방에 있었습니다.
(ף־איש בְ פִּ י אַ ְמתַ חְ ֔תֹו כ ְַספֵנּו בְ ִּמ ְשקָ לֵ֑ ֹו
ִּ ֶ)כֶס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손으로 그것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 ַונָשֶ ב אֹ תֹו בְ יָדֵ נּו
(22 절)
우리 손으로 식량을 사기 위한 다른 돈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הֹור ְדנּו בְ יָדֵ נּו לִּ ְשבָ ר־אֵֹ֑ כֶל
ַ )וְ כֶסֶ ף אַ חֵ ר
우리는 누가 우리 돈을 우리 가방에 넣었는지 모릅니다.
()ל ֹא י ֔ ַָדעְ נּו ִּמי־שָ ם כ ְַספֵנּו בְ אַ ְמ ְתחֹ תֵ ינּו
(23 절) 그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יראּו
ָ ל־ת
ִּ ַ)שָ לֹום ָלכֶם א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방에 보물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אֱֹלהֵ יכֶם וֵאֹלהֵ י אֲבִּ יכֶם נָתַ ן ָלכֶם מַ טְ מֹון בְ אַ ְמ ְתחֹ תֵ י ֶ֔כם
여러분의 돈은 제가 받았습니다. ()כ ְַספְ כֶם בָ א אֵ לָ ֵ֑י
그는 시므온을 그들에게 데려왔습니다. (ת־ש ְמעֹון
ִּ ֶ)וַיֹוצֵ א ֲאלֵהֶ ם א
(24 절) 그 사람이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יֹוסף
ֵ֑ ֵ ) ַויָבֵ א הָ ִּאיש אֶ ת־הָ ֲאנ ִָּשים בֵ יתָ ה
그는 물을 주었고, 그들은 그들의 발을 씻었습니다. ()וַיִּ תֶ ן־מַ יִּ ם וַיִּ ְרחֲצּו ַרגְ לֵיהֶ֔ ם
그는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습니다. ()וַיִּ תֵ ן ִּמ ְספֹוא ַלחֲמֹ ֵריהֶ ם
(25 절) 그들은 정오에 요셉이 올 때까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 ַויָכִּ ינּו אֶ ת־הַ ִּמנְ חָ֔ ה עַד־בֹוא יֹוסֵ ף בַ צָ ה ָ ֳֵ֑ריִּם
왜냐하면 그들은 그곳에서 음식을 먹을 것이라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כִּ י שָ ְמ ֔עּו כִּ י־שָ ם י ֹאכְ לּו לָחֶ 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관정에서 요셉을 만난 후 요셉의 집으로 가는 내내 요셉의 형들은 불안했다. 뭔가 크게 오해를 받고 있
는 게 아닐까 싶었다. 그 오해를 풀지 않으면 그들 모두가 꼼짝없이 감옥에 들어가게 될 지도 모른다.
어떻게 해서든 자신들의 결백을 변호해야 했다. 요셉의 집으로 가는 동안 누군가 속삭였을 것이다. ‘일
이 벌어지기 전에 무슨 변명이라도 해야 하는것 아냐? 우리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이야기 해야지.’ 이
들은 요셉의 집사에게 자신들이 결백함을 설명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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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주여, 우리는 지난번에 정말로 식량을 사러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밤에 하루 묵을 곳에 도착해서
우리 가방을 열어서 보니, 각 사람의 돈, 우리 돈 전부가 가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손으
로 그것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우리 손으로 식량을 사기 위한 다른 돈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
는 누가 우리 돈을 우리 가방에 넣은지 모릅니다.”
그들은 분명 곡식값을 모두 지불했다. 그런데 그 돈이 자신들의 곡식 자루에 그대로 들어 있었다. 지
금 그들은 그때 자신들이 돈을 훔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누누히 설명하고 있다.
누구나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든 자기의 결백을 주장해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
이 인지상정이다. 누가 보아도 이들은 결백하다. 그리고 요셉도 애시당초 돈으로 이들을 옭아맬 생각
이 없었다. 단지 스파이로 오해를 받은 그들이 지레 겁을 먹어서 벌어진 일이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
게 겁을 집어먹은 이유는 바로 동생 요셉에게 저지른 일과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 감쪽같이 속인 것 때
문이다. 이들은 그 죄를 고백하지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살아왔다. 죄는 자기 입으로 고백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서 해방될 수 없다. 사도 요한은 죄를 고백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편지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
거니와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
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
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
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
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요일 1:6-10).
죄를 고백한다는 것은 죄를 세상 사람들에게 떠벌리라는 말이 아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죄 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 지 그분의 처분을 기다려야 한다. 그것이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따라서
죄고백은 자기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죄를 지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정말 죄인이며, 그럴 수 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것이다. 그때 우리에게 비로소 십자가가 보인다. 그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우리 죄가 용
서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존재가 되었음을 선언하신다. 그분의 입에서 용서의
선언을 들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놀라운 평안이 찾아 온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 말이다.
그것을 구원의 체험이라 부른다. 그렇기에 단지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거나, 소위 말하는 방언이나 예
언 같은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반드시 자기 죄에 대
한 철저한 고백과 존재에 대한 자각을 수반한다. 결국 구원은 인간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십자가의 용
서로 완성되는 것이다.
요셉의 집사는 요셉의 형들이 왜 그렇게 걱정하고 두려워하는지 비로소 그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들
은 요셉의 명을 받아 자기가 넣어 둔 돈 때문에 그들이 도둑으로 오인받을까봐 염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요셉과의 즐거운 만찬을 위해 자기가 그들을 요셉 집으로 데려 가고 있는데도 이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벌을 받게 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모든 경위를 알게 된 요셉의 집사는 이들에게
실상을 이야기해 주었다. 돈은 주인의 명을 받아 자기가 넣어둔 것이니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안심시
켜 주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요셉의 형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 순간 자신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
든 두려움이 일시에 사라지지 않았을까? 어쩌면 감옥에 갇힐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눈 녹듯 사라졌
을 것이다. 그것이 구원을 체험할 때 느껴지는 감정이다. 자신들의 잘못한 것이 아니라 착오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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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말 한마디에 모든 두려움이 일시에 사라졌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온전히 구원받은 것은
아니다. 아직도 20 여년 전에 지은 그 죄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으로부터 그들을 송사하고 있다.
죄는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어서 예전에 지은 죄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한다 (민 32:23참조).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는 죄와 거기에서 비롯된 죄의식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되기 위해서는 그
죄를 심판하는 존재에게 자기 죄를 고백하고 진정한 용서를 받는 것 외에는 길이 없다. 요셉의 형들은
이로써 도둑으로 몰렸던 오해는 풀렸다. 사실 그것은 죄라고 할 수도 없다. 단지 자기들끼리 지레 겁
을 먹은 것뿐이니 말이다. 하지만 요셉에게 저지른 큰 죄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그런 의미에서 요
셉의 형들의 구원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그들은 언제 진정한 해방을 경험하게 될까? 그것은 요셉이 정
말 자신들을 용서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체험할 때다. 그렇게 되기까지 정말 오랜 세월이 걸렸다. 그
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요셉의 용서의 선언을 듣고서야 비로소 두려움으로부터 진정으로
해방될 수 있었다. 구원은 단지 십자가의 선언으로 한 순간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받아들여 마음의 평안을 누려야만 비로소 구원이 완성된다. 그렇기에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까지는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의 삶 전체가 구원의 여정이라면 당신은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어떤 일들을 체험했습니까? 그런
체험을 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배우게 되었나요? 당신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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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과의 어색한 만찬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43:26~34)
(26 절) 요셉이 집에 왔을 때, 그들은 그들 손에 있는 선물을 가지고 들어와 그에게 주었습니다.
() ַו ָיב ֹא יֹוסֵ ף הַ ֔ ַביְ תָ ה ַויָבִּ יּאּו לֹו אֶ ת־הַ ִּמנְ חָ ה אֲשֶ ר־בְ יָדָ ם הַ ָבֵ֑יְ תָ ה
그리고 땅에 엎드려 그에게 절하였습니다. ()וַיִּ ְשתַ חֲוּו־לֹו אָ ְרצָ ה
(27 절) 요셉은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말했습니다. ()וַיִּ ְשאַ ל לָהֶ ם לְ שָ ֔לֹום ַוי ֹאמֶ ר
너희가 말한 노인, 너희 아버지가 평안하시냐? ()הֲשָ לֹום אֲבִּ יכֶם הַ זָקֵ ן אֲשֶ ר אֲמַ ְר ֶ ֵ֑תם
그가 아직 살아 있느냐? ()הַ עֹודֶ נּו חָ י
(28 절) 그들이 말했습니다. (ֹאמרּו
ְ ) ַוי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께서는 평안하십니다. ()שָ לֹום לְ עַבְ ְדָך לְ אָ בִּ ינּו
그는 아직 살아계십니다. ()עֹודֶ נּו ָחֵ֑י
그들은 몸을 굽혀 절하였습니다. ()וַיִּ קְ דּו וַיִּ ְשתַ חֲּוּו
(29 절) 요셉이 그의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그의 형제 베냐민을 보고 말했습니다.
(ן־אמֹו ַוי ֹאמֶ ר
ִּ ֶ)וַיִּ שָ א עֵינָיו ַוי ְַרא אֶ ת־בִּ נְ י ִָּמין אָ חִּ יו ב
이 사람이 너희가 내게 말했던 너희 막내 동생이냐?
() ֲהזֶה אֲחִּ יכֶם הַ קָ טֹ֔ ן אֲשֶ ר אֲ מַ ְרתֶ ם אֵ לָ ֵ֑י
그가 말했습니다. (ֹאמר
ַ ֹּ֕ ) ַוי
하나님께서 네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소자여. ()אֱֹלהִּ ים יָחְ נְ ָך בְ נִּי
(30 절) 요셉은 그의 동생으로 인한 마음이 복받쳐 올라서 급히 울 곳을 찾았습니다.
() וַיְ מַ הֵ ר יֹוסֵ ף כִּ י־נִּ כְ ְמרּו ַרחֲמָ יו אֶ ל־אָ ֔ ִּחיו וַיְ בַ קֵ ש לִּ בְ כֵ֑ ֹות
그는 방에 들어가 그 곳에서 울었습니다. () ַו ָיב ֹא הַ חַ ְד ָרה ַויֵבְ ךְ שָ מָ ה
(31 절) 그는 그의 얼굴을 씻고 나와 마음을 진정시키고 말했습니다. ()וַיִּ ְרחַ ץ ָפנָיו ַוי ֵ ֵֵ֑צא וַיִּ ְתאַ ַ֔פק ַוי ֹאמֶ ר
음식을 차려라. () ִּשימּו לָחֶ ם
(32 절) 그들은 요셉에게 따로, 그 형제들에게 따로, 그리고 요셉과 함께 먹는 이집트 사람에게 따로 차
렸습니다. () ַוי ִָּשימּו לֹו לְ בַ דֹו וְ לָהֶ ם לְ בַ ָ ֵ֑דם וְ ל ִַּמצְ ִּרים הָ אֹ כְ לִּ ים ִּאתֹו לְ בַ ֔ ָדם
왜냐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같이 음식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 כִּ י ל ֹא יּוכְ לּון הַ ִּמצְ ִּרים ֶלאֱכֹ ל אֶ ת־הָ עִּ בְ ִּרים ֶ֔לחֶ ם
왜냐하면 그것은 이집트 사람들이 혐오하는 것이었습니다. ()כִּ י־תֹועֵבָ ה הִּ וא לְ ִּמצְ ָריִּ ם
(33 절) 그들은 요셉 앞에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혀졌습니다.
() ַוי ְֵשבּו לְ ָפ ָ֔ניו הַ בְ כֹ ר כִּ בְ כֹ ָר ֔תֹו וְ הַ צָ עִּ יר כִּ צְ עִּ ָר ֵ֑תֹו
그들은 놀라며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ל־רעֵהּו
ֵ ֶ)וַיִּ ְת ְמהּו הָ ֲאנ ִָּשים ִּאיש א
(34 절) 요셉이 그 앞에 있는 음식을 그들에게 주었고, ()וַיִּ שָ א מַ ְשאֹ ת מֵ אֵ ת ָפנָיו ֲאלֵהֶ ם
베냐민의 것은 다른 사람의 것보다 5배나 많았습니다.
()וַתֵ ֶרב מַ ְשאַ ת בִּ נְ י ִָּמן ִּממַ ְשאֹ ת ֻכלָם חָ מֵ ש י ֵָ֑דֹות
그들은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했습니다. ()וַיִּ ְשתּו וַיִּ ְשכְ רּו עִּ מֹ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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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형들은 요셉의 집으로 왔다. 적어도 돈 문제로 인해서는 더는 불안해 할 필요가 없어졌지만 그렇다고
한 순간이라도 방심할 수 없었다. 사소한 것 하나라도 실수해서는 또 다시 꼬투리를 잡힐 수도 있기 때
문이다. 그들은 아버지가 시킨 대로 준비해 온 정성스런 선물을 단단히 손에 쥐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집트 총리의 마음을 사서 자신들의 결백을 입증해야 한다. 점심 때가 되어 요셉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
들은 요셉을 만나자 마자 미리 준비해 둔 선물을 바쳤다. 그리고는 모두 요셉 앞에 엎드려 그의 처분
을 기다렸다. 혹시라도 불호령이 떨어질까봐 잔뜩 긴장을 하고 있는데 뜻밖의 말을 들었다.
“너희가 말한 노인, 너희 아버지가 평안하시냐? 그가 아직 살아 있느냐?”
요셉이 자기들에게 잘못을 캐묻기는커녕 오히려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물어온 것이다. 요셉의 형들
은 일단 마음을 놓았다. 게다가 요셉의 말투는 부드럽고 친절하며 공손하기까지 했다. 그의 말투에는
어떠한 적대적 감정도 묻어나지 않았다. 오히려 가족의 안부를 묻듯 정겹고 편안했다. 형들은 자기들
을 향한 오해가 모두 풀렸다는 사실을 알고는 안도했다. 그리고 너무도 감사했다. 그 동안 얼마나 두
렵고 긴장된 시간을 보냈는가? 스파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순간도 편안히 발뻗고
잠을 잔 적이 없다. 그런데 드디어 그 오해가 풀렸을 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가 자기들에게 호의까
지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다시 한번 요셉 앞에 엎드렸다. 먼저는 권위와 힘 앞에 굴복하는 엎드
림이었다면 지금은 자신들을 향한 오해가 모두 풀린 데 대한 감사의 엎드림이다.
요셉이 눈을 들어 베냐민을 보았다. 요셉에게 베냐민은 같은 어머니 라헬에게서 태어난 유일한 혈육
이다. 요셉은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것을 억지로 참으며 그들에게 물었다.
“이 사람이 너희가 내게 말했던 너희 막내 동생이냐?”
동생인 줄 뻔히 알면서도 요셉은 하던 연기를 계속 이어갔다. 하지만 복받치는 감정은 주체할 길이 없
었다. 왈칵 눈물이 쏟아지려고 하자 요셉은 급히 그곳을 빠져나와 울음 소리가 새나가지 않을 만한 장
소를 찾았다. 눈물이 분수처럼 흘러 내렸다. 그 눈물은 지난 20년의 설움이 한꺼번에 씻겨져 나가는
씻김의 눈물이요, 동생을 만난 기쁨의 눈물이며, 자신에게도 어엿한 가족들이 있다는 감사의 눈물이
다. 갖가지 감정이 뒤섞여 우는 동안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며 자신에게 보여 준
그 꿈대로 성취시키는 분이라는 걸 또 다시 확신하게 되었다. 하나님은 저 멀리 이 세상과 동떨어져 계
시는 분이 아니라 요셉과 동행하며 그의 삶 속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분이다. 요셉은 살아 갈수록 그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깨달아 가고 있는 중이다.
한참을 울고 난 요셉은 붉어진 눈시울을 진정시키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씻었다. 그리고는 다시 그
들 앞에 나와 집사에게 음식을 차리라고 지시했다. 그들은 세 개의 상을 차렸다. 하나는 요셉을 위해,
다른 하나는 요셉의 열한 형제들을 위해,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요셉의 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상이
다. 요셉은 형제들과 겸상을 하지 않고 홀로 식사를 했다. 이는 이집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과는 함
께 겸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집트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겸상하는 것을 매우 싫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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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히브리 사람들이라는 말은 강을 건너 온 사람들이라는 보편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러다가 나
중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 사람
들이란 아마도 이집트인 이외의 다른 모든 사람들을 통칭하는 말이다. 알다시피 야곱의 아들들은 하
나님의 언약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셔셔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은 이삭과 야
곱에게 이어져 내려왔다. 그들이야말로 거룩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이집트에서는 더러운 존재로 취급 받고 있다. 세상에서 힘없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라고 인정해 주며 떠받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다. 그들은 단지 식량을 구하기 위해
북방으로부터 애굽강을 건너온 비천한 존재일 뿐이다.
오늘날의 기독교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지배하라고 가르친다. 그래서 세상을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 2 천년을 통해 그런 일
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정해 더 이상 기독
교에 대한 핍박이 없어지고 너나없이 성경 말씀을 들으러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을때부터 아이러니
하게도 기독교는 빠르게 세속화 되어갔다. 현대 역사에서도 이런 추세는 반복된다. 금세기 최고의 기
독교 국가인 미국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세운 나라다. 엄격한 기독교의 원리 아래 세워진 미국은 지금
도 대통령이 취임할 때면 어김없이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하는 나라다. 그런 미국이 지금은 그 어
떤 나라보다 세속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세속화의 선두 주자로 자리 매김한 지 오래다. 세상이
기독교화 되기는커녕 기독교가 세속화 된 것이다.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고사
하고 기독교인들이 세상으로부터 자기들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기도 벅찰 지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기독교인들은 결코 환영받지 못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세서 강 건너 온 야만인 취급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면 안 된다. 이상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게 정상이다. 세상에게 욕을 얻어
먹는 게 두려워 진리를 왜곡하거나 세상 것을 따르고 받아들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 사도 바
울은 자신이 당한 일에 대해 이렇게 고백했다.
“내가 생각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미말에 두셨으매 우리는 세계 곧 천
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고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주리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즉 축
복하고 핍박을 당한즉 참고 비방을 당한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
끼같이 되었도다” (고전 4:9-13).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기같이 되었다고 말했다. 세상은 복음을 결코 환
영하지 않는다. 만약 세상이 교회를 받아들이고 칭찬한다면 어쩌면 그 교회는 이미 세상과 타협한 교
회일 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세상이 그를 반기지 않았다. 그
래서 결국 그를 십자가에 못박아 자기들 눈 앞에서 제거하려 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차별을 받
는 존재일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니고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이 결코 세상과는 하나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세상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숨김 없이 드러내며 살고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고 있나요?
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