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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이 함정을 파다 (주일
)오늘의 본문 (창 44:1~9
)וַיְ צַ ו אֶ ת־אֲשֶ ר עַל־בֵּ יתֹו לֵּאמֹ ר( (1 절) 요셉이 그의 집에 있는 사람에게 명령하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 가방에 그들이 가져갈 수 있는 만큼 식량을 채워라.
) מַ לֵּא אֶ ת־אַ ְמ ְתחֹ ת הָ ֲאנ ִָׁשים אֹֹ֔ כֶל ַכאֲשֶ ר יּוכְ לּון ְש ֵּ ֵ֑את(
ף־איש בְ פִׁ י אַ ְמתַ חְ תֹו( 그리고 각자의 돈을 그 가방에 넣어라.
)וְ ִׁשים כֶסֶ ִׁ
)(2 절
그리고 내 잔, 은잔을 막내의 가방에 넣고,
) וְ אֶ ת־גְ בִׁ יעִׁ י גְ בִׁ י ַע הַ כֶסֶ ף תָ ִׁשים בְ פִׁ י אַ ְמתַ חַ ת הַ קָ טֹֹ֔ ן(
)וְ אֵּ ת כֶסֶ ף ִׁשבְ ֵ֑רֹו( 그 식량 값으로 낸 돈도 (넣어라).
) ַו ַַּ֕יעַש כִׁ ְדבַ ר יֹוסֵּ ף אֲשֶ ר ִׁדבֵּ ר( 그가 요셉이 말한 대로 하였습니다.
(3 절) 아침이 밝았을 때, 그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냈습니다.
)הַ בֹ קֶ ר ֵ֑אֹור וְ הָ ֲאנ ִָׁשים שֻׁ לְ ֹ֔חּו הֵּ מָ ה ַוחֲמֹ ֵּריהֶ ם(
(4 절) 그들이 그 도시를 나가서 멀리 가지 않았을 때, 요셉은 그 집에 있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יתֹו(
) הֵּ ם יָצְ אּו אֶ ת־הָ עִׁ יר ל ֹא הִׁ ְרחִׁ יקּו וְ יֹוסֵּ ף אָ מַ ר ַלאֲשֶ ר עַל־בֵּ ֹ֔
ָשים(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쫓아 가라.
)קּום ְרדֹ ף אַ ח ֲֵּרי הָ ֲאנ ִׁ ֵ֑
)וְ הִׁ שַ גְ תָ ם וְ אָ מַ ְרתָ ֲאלֵּהֶֹ֔ ם( 그들을 따라잡았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לָמָ ה ִׁשל ְַמתֶ ם ָרעָה תַ חַ ת טֹובָ ה( ?왜 당신들은 선을 악으로 갚습니까
)(5절
?이것은 제 주인께서 마실 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הֲלֹוא זֶה אֲשֶ ר יִׁ ְשתֶ ה אֲדֹ נִׁ י ֹ֔בֹו(
)וְ ַּ֕הּוא נַחֵּ ש יְ נַחֵּ ש ֵ֑בֹו( )?그리고 점을 치실 때(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ה ֲֵּרעֹ תֶ ם אֲשֶ ר ע ֲִׁשיתֶ ם( 당신들이 이렇게 하여 악을 행했습니다.
(6절) 그가 그들을 따라잡고 이 말들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 ַוי ִַׁשגֵּ ֵ֑ם וַיְ דַ בֵּ ר ֲאלֵּהֶֹ֔ ם אֶ ת־הַ ְדבָ ִׁרים הָ אֵּ לֶה(
ֹאמרּו אֵּ ָֹ֔ליו( (7절)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 ַוי ְ
)לָמָ ה יְ דַ בֵּ ר אֲדֹ ֹ֔ ִׁני כ ְַדבָ ִׁרים הָ ֵּ ֵ֑אלֶה( ?어찌 내 주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당신의 종들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חָ לִׁ ילָה ַלעֲבָ ֹ֔ ֶדיָך מֵּ עֲשֹות כַדָ בָ ר הַ זֶה(
)(8절
보십시오. 우리 가방에서 발견한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당신께 다시 가져왔습니다.
ֱשיבֹ נּו אֵּ לֶיָך מֵּ אֶ ֶרץ כְ נָ ֵ֑עַן(
)הֵּ ן כֶסֶ ף אֲשֶ ר מָ צָ אנּו בְ פִׁ י אַ ְמ ְתחֹ ֹ֔ ֵּתינּו ה ִׁ
?그런데 어찌 우리가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과 금을 훔치겠습니까
)וְ אֵּ יְך נִׁ גְ נֹ ב ִׁמבֵּ ית אֲדֹ ֶֹ֔ניָך כֶסֶ ף אֹו זָהָ ב(
)(9절
당신의 종들 중에 그것이 발견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고,
)אֲשֶ ר יִׁ מָ צֵּ א ִׁאתֹו מֵּ עֲבָ דֶ יָך ו ֵּ ֵָ֑מת(
)וְ גַם־ ֲא ַַּ֕נחְ נּו נִׁ הְ יֶה לַאדֹ נִׁ י ַלעֲבָ ִׁדים( 또한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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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들과의 만찬이 끝났다. 열두 형제가 한 자리에 모여 함께 식사를 한 게 도대체 얼마 만인가? 식사
가 끝나고 형제들과 헤어져야 할 시간이 되었다. 요셉은 가방마다 식량을 최대한 가득 채우라고 지시
했다. 그리고 지난 번과 같이 돈도 다시 자루 안에 넣어서 되돌려 주도록 했다. 형제들에게 곡식 값을
받을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상한 지시를 내린다. 자신이 가장 아끼는 물건인 은잔
을 막내 베냐민의 가방에 넣어두라고 했다. 지난 번에도 요셉은 억지를 부려 형들을 억울하게 스파이
로 몰았는데 이번에도 요셉은 술책을 부려 형제들을 곤란한 지경에 빠뜨릴 요량이다. 그 때문에 형들
은 지금까지도 부대낌을 당했고 시므온은 억울한 옥살이까지 당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지금 또
다시 술수를 부려 난처한 상황으로 몰아넣으려고 하고 있다. 도대체 요셉은 왜 이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일까?
이 정도쯤이야 별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물론 요셉이 계속해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은 그 동안 당한 복수를 하려고 그런 것은 아니다. 성경은 비록 누군가로부터 모함을 당하거나 고통
을 당할지라도 당사자가 그에 대한 앙갚음을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 신약 성경에는 인간이 직접
원수를 갚는 일을 하지 말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원수 갚는 일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고 말하고
있다. 죄를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그 죄를 심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요셉이 왜 그렇게 술수를 부려 형제들을 다시 혼란으로 빠뜨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
하게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요셉은 주도면밀하고 치밀하게 형들을 계속해서 함정에 빠뜨림으
로써 그들이 하는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가고 있는 듯 보인다. 이처럼 요셉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이런 일들을 벌였다고 해도 그것은 단지 요셉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당신
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 다시 말해 인간들이 어떤 생각으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당
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이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면 그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은 어린
나이에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 그리고 그 꿈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행동 하나하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 위한 통로가 된다.
일찌기 하나님은 요셉과 그 형제들의 증조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을 약
속의 땅으로 주셨다. 그러나 그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에 실현되지 못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약속의 자녀들이 온전히 차지하기 위해서는 400년 간의 종살이가 필요하다고 일찌기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셨다. 그리고 그 전초 단계로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이 이집트
로 와서 정착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성경의 독자들은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며 하
나님의 계획을 벗어난 다른 인간적인 해석을 가하려는 시도를 자제할 필요가 있다. 어쩌면 성경의 등
장 인물들은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잘 짜여진 연기를 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물론 성경의 인물들은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좌충우돌한다. 때론 술수도 부려보기
도 하고, 때론 선한 일을 도모하기도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들이 어떤 행동을 하건 그 모든 것을
통해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시는 분이다.
요셉의 종들은 요셉이 시키는대로 했다. 아침이 밝아오자 요셉의 종들은 곡식 자루를 나귀에 싣고 그
들을 떠나 보냈다. 여기에 쓰인 ‘보냈다’라는 단어는 푸얼(Pual) 용법의 동사다. 푸얼 용법이란 수동태
로서 매우 강한 의미를 표현할 때 쓰이는 동사 용법이다. 따라서 이 말은 형제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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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해가 뜨자 마자 거의 등 떠밀리다시피 떠나게 되었다는 뜻이다. 요셉의 종들은 요셉의 명령에 따
라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그들을 떠나보냈다. 그리고는 형제들이 떠난지 얼마 되지 않아 요셉은 종들
에게 명하여 그들을 추격하게 해서 그들이 은잔을 훔쳐갔다고 따지고 질책하도록 했다. 느닷없이 도
둑으로 몰린 형제들은 너무도 황당했다. 전에도 스파이로 몰려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번에 또 다시
이런 일을 당했으니 할 수만 있다면 가슴이라도 찢어서 보여 주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들은 누가 먼
저랄 것도 없이 한 목소리로 자신들을 변호하기 시작했다.
“어찌 내 주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은 당신의 종들에게는 있을 수 없
는 일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가방에서 발견한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 당신께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당신 주인의 집에서 은과 금을 훔치겠습니까? 당신의 종들 중에 그것이 발견되는
자는 누구든지 죽을 것이고, 또한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될 것입니다” (창44:7~9).
얼마나 억울했으면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죽음마저 불사하겠고 그마저도 안 된다면 요셉의 종이라
도 되겠다고 하겠는가? 하지만 이미 요셉이 하인들을 시켜 베냐민의 자루에 자기의 은잔을 미리 넣어
놓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그들은 한 목소리로 결백을 주장했다. 성경 독자들 중에 아직도 여전
히 요셉을 두둔하는 사람들은 이 일에 대해서도 요셉 편을 들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 일은 결코 하
나님이 시키신 일이 아니다. 요셉이 형제들을 또 다시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교묘한 술책이다. 물론 요
셉은 보복을 할 목적으로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은 아닐 것이다. 아마도 요셉은 베냐민이 도둑으로 몰
렸을 때 형들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그들의 진심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하려 했던 게 아니었나 싶
다. 어떤 이유로든 지금 요셉은 형제들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꾀로 그들의 마음을 시험해 보고 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가 깊은 것처럼 누구나 그가 당한 고통의 깊이만큼 용서의 과정도 길고 어려운 법
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인간으로 만들기 위함
이 아니다. 더욱이 우리를 세상에서 완벽한 성품을 가진 자로 만들기 위한 것도 아니다. 사람들은 각
자 자신의 욕망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다. 요셉의 형들도 그랬고 요셉도 그랬다. 요셉이 선뜻 그 형
제들을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면 아마도 우리는 그의 완벽한 성품 앞에서 지레 주눅이 들
었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요셉은 그러지 못했다. 그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의 손
길을 깊이 맛본 자라 하더라도 형들을 진심으로 용서하고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
렸다. 그는 형제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의심했고 여러 번 그들을 함정에 빠뜨려 그들의 진심을 시험했
다. 어쩌면 요셉이 형들을 쉽게 용서할 만큼 마음이 넓고 너그러운 인간이 아닌게 오히려 다행이다 싶
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저 그런 장신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
나 흠이 있고 모자람이 있기 마련이다. 설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 하더라도 여전히 삶 속에서
부대낌이 있기 마련이다. 그렇기에 우리들에겐 더욱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요
셉도 우리들과 다름없이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나약한 한 인간일 뿐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살면서 누군가를 용서한 경험이 있습니까? 그 과정이 어떠했습니까? 그 과정에서 당신을 향
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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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의 형제들이 옷을 찢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44:10~13)
(10절) 그가 말했습니다. () ַו ַּ֕י ֹאמֶ ר
당신들의 말을 따라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ן־הּוא
ֵ֑ )גַם־עַתָ ה כְ ִׁדבְ ֵּריכֶם כ
그것이 발견되는 사람은 제 종이 될 것입니다. ()אֲשֶ ר יִׁ מָ צֵּ א ִׁאתֹו יִׁ הְ יֶה־לִׁ י ָֹ֔עבֶ ד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죄가 없습니다. ()וְ אַ תֶ ם ִׁתהְ יּו נְ קִׁ יִׁ ם
(11절) 그들은 급히 각자의 가방을 땅에 내려놓고, 각자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יֹורדּו ִׁאיש אֶ ת־אַ ְמתַ חְ תֹו ָ ֵ֑א ְרצָ ה וַיִׁ פְ ְתחּו ִׁאיש אַ ְמתַ חְ תֹו
ִׁ )וַיְ מַ הֲרּו ו
(12절) 그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시작하여 나이가 적은 사람까지 뒤졌습니다.
()וַיְ חַ ֵַּּ֕פש בַ גָדֹול הֵּ חֵֹּ֔ ל ּובַ קָ טֹ ן כִׁ לָ ֵ֑ה
그 잔은 베냐민의 가방에서 발견되었습니다. ()וַיִׁ מָ צֵּ א הַ ג ִָֹׁ֔בי ַע בְ אַ ְמתַ חַ ת בִׁ נְ י ִָׁמן
(13절) 그들이 그들의 옷을 찢고, 그들의 나귀에 짐을 싣고, 그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ירה
ָ ִֹׁלתם ַו ַיעֲמֹ ס ִׁאיש עַל־חֲמֹ ֹ֔רֹו ַויָשֻׁ בּו הָ ע
ֵ֑ ָ )וַיִׁ קְ ְרעּו ִׁש ְמ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자기들이 요셉의 은잔을 훔쳐갔다는 말에 열한 명의 형제들은 너무도 황당했다. 어안이 벙벙하여 서
로 얼굴만 쳐다볼 뿐이었다. 모두가 자기는 결백하다는 눈짓을 주고 받았다. 전에도 스파이로 몰려 애
꿎은 곤욕을 치렀지만 이번에는 정말이지 제대로 헛다리를 짚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들은 자신의 결
백을 증명하기 위해 각자의 곡식 자루를 열었다. 한 사람씩 곡식 자루를 뒤지기 시작했다. 가장 연장
자인 르우벤부터 차례대로 뒤졌다. 열 명의 곡식 자루 중 어디에서도 은잔은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안
도의 한숨을 내쉬었으리라.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막내인 베냐민의 곡식 자루를 뒤지던 요셉의 하
인들은 그 속에서 요셉의 은잔을 찾아내었다. 베냐민은 이제 꼼짝없이 도둑의 누명을 쓰게 되었고, 형
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그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각자의 옷을 찢었다. 당시에 옷을 찢는 행위는 비통한 슬픔의 표시인 동
시에 누군가의 과오로 인해 잘못된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회개의 표현이기도 했다. 다시 말해 어떤 일
에 대해 자기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 하더라도 잘못된 일 특히,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 자신도 그 일에 연대 책임이 있다는 강한 의사의 표시로 옷을 찢기도 했다는 말이다. 맏형 르
우벤은 이번 일로 그 옷을 찢은 것이 벌써 두 번째다. 예전에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공모했을 때
그들의 의견에 반대했던 이가 바로 르우벤이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 요셉을 구해내어 아버지 야곱에
게 데려갈 요량이었다. 그런데 그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형제들이 르우벤 몰래 요셉을 이스마엘 상
인들에게 팔아 넘겼다. 르우벤은 동생이 사라진 것을 알고는 옷을 찢고 울부짖었다. 엄밀히 말해 요셉
을 판 일에 대해서 르우벤은 무죄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옷을 찢음으로써 그 일에 대해 연대 책임
이 있음을 인정한 셈이다. 나중에 가나안 정복 당시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고 돌아 온 이스라엘 군사들
과 백성들 앞에서 여호수아도 자신의 옷을 찢었다. 그 일은 물론 아간의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으니
이 일에 대해 여호수아는 무죄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옷을 찢음으로써 비통한 감정을 표현한
동시에 그 일에 자신도 책임이 있음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는 것이다.
6

이처럼 르우벤이나 여호수아, 그리고 지금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것을 보고 형제들이
다 같이 옷을 찢는 행위는 자신의 잘못이 아닌 제 3자의 행위로 인해 잘못된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한 연
대 책임과 회개의 표시로 일종의 중보적 행위라 할 수 있다.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공동체에 잘못된 일
이 일어나고 공동체의 구성원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러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옷을 찢음으로
써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연대 책임의 의사 표시를 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연대 책임이란 감정적
으로는 책임을 통감하되 그 원인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행위라 할 수 있다. 그렇기에
옷을 찢는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비통하기는 하나 그 일에 대해 스스로는 결백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옷을 찢는 행위가 크게 변질된 경우도 보여준다. 예수님
을 심문하던 대제사장 가야바는 예수님이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자 이에 격분하여
자기 옷을 찢는 퍼포먼스를 했다 (마 26:65 첨조). 예수가 신성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분노하는
체하며 그 옷을 찢은 것이다.
이렇게 옷을 찢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일종의 중보적 행위라면 사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옷을 찢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왜냐하면 오직 의인만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중보할 수 있다. 그
런데 알다시피 모든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예외없이 모두가 죄인이다.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
는 의인은 세상에 아무도 없다’ (전 7:20, 개역 한글). 인간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인간은 어떤
행위로도 자신의 죄는 물론이고 다른 이들의 죄도 연대 책임을 지고 깨끗이 씻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마치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착각한다. 조금이라도 선한 일을 한 사람들
은 스스로가 쌓아 올린 선으로 자기 죄를 덮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스스로의 노력으
로 의를 쌓으려는 것 자체가 죄라고 말한다. 선을 행함으로 하나님께 잘보이려는 노력조차 죄다. 그렇
기에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이다. 그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
활하심을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아무리 옷을 찢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한다 해
도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
는지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
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욜2:12-13).
회개란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의로운 행
위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는 행위다. 자신의 의를 내려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회개는 말
처럼 그리 쉽지 않다. 하나님은 더 이상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고 계신다. 마음을 찢
는 것은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수반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음을 찢기보다는 자
기 옷을 찢는다. 늘 겉으로만 반성하고 회개하지만 속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이 가득하다. 결국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의 실체를 보여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된다. 그것
이 진정한 회개다. 우리는 더 이상 옷을 찢는 퍼포먼스를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찢겨
져 나가는 고통스런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십자가의 의미를 알 수 있다. 그것이 구원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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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의 변명 (1): “우리가 모두 죄인입니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44:14~34)
(14절) 유다와 그의 형제들은 요셉의 집에 왔습니다. (יֹוסף
ֵּ ֹ֔ ) ַו ָיב ֹא יְ הּודָ ה וְ אֶ חָ יו בֵּ יתָ ה
요셉은 아직 그 곳에 있었습니다. (שם
ֵ֑ ָ )וְ הּוא עֹודֶ ּנּו
그들은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렸습니다. ()וַיִׁ פְ לּו לְ ָפנָיו אָ ְרצָ ה
(15절)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יֹוסף
ֵּ ֹ֔ ) ַוי ֹאמֶ ר לָהֶ ם
너희가 무슨 일을 내게 행한 것이냐? (יתם
ֵ֑ ֶ )מָ ה־הַ מַ עֲשֶ ה הַ זֶה אֲשֶ ר ע ֲִׁש
너희는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 알지 못했느냐?
()הֲלֹוא יְ דַ עְ ֹ֔ ֶתם כִׁ י־נַחֵּ ש יְ נַחֵּ ש ִׁאיש אֲשֶ ר כָמֹ נִׁ י
(16절) 유다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יְ הּודָ ה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מַ ה־ּנ ֹאמַ ר לַאדֹ ֹ֔ ִׁני
우리가 무슨 설명을 하겠습니까? ()מַ ה־ּנְ דַ בֵּ ר
어떻게 우리가 우리 스스로 결백하다고 하겠습니까? ()ּומַ ה־ּנִׁ צְ טַ ָ ֵ֑דק
하나님께서 당신 종들의 죄를 발견하셨습니다. ()הָ אֱֹלהִׁ ים מָ צָ א אֶ ת־עֲֹון עֲבָ ֹ֔ ֶדיָך
보십시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입니다. ()הִׁ ּנֶּנּו עֲבָ ִׁדים לַאדֹ ֹ֔ ִׁני
우리와 그 잔이 발견된 사람 모두 ()גַם־ ֲא ַַּ֕נחְ נּו גַם אֲשֶ ר־נִׁ ְמצָ א הַ גָבִׁ י ַע בְ יָדֹו
(17절) 요셉이 말했습니다. () ַו ַּ֕י ֹאמֶ ר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חָ לִׁ ילָה לִֹׁ֔ י מֵּ עֲשֹות ֵ֑ז ֹאת
그 잔이 발견된 그 사람이 내 종이 될 것이다.
()הָ ִׁאיש אֲשֶ ר נִׁ ְמצָ א הַ גָבִׁ י ַע בְ יָדֹו הּוא יִׁ הְ יֶה־לִׁ י ָֹ֔עבֶ ד
이제 (나머지는) 너희 아버지께 평안히 올라가라. ()וְ אַ ַּ֕ ֶתם עֲלּו לְ שָ לֹום אֶ ל־אֲבִׁ יכֶם
(18절) 유다가 그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וַיִׁ גַש אֵּ לָיו יְ הּודָ ה ַוי ֹאמֶ ר
내 주여, 당신의 종이 내 주의 귀에 한 말씀 드리도록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בִׁ י אֲדֹ נִׁ י יְ דַ בֶ ר־נָא עַבְ ְדָך דָ בָ ר בְ אָ ְזנֵּי אֲדֹ ֹ֔ ִׁני
당신의 종에게 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וְ אַ ל־יִׁ חַ ר אַ פְ ָך בְ עַבְ ֶ ֵ֑דָך
주는 바로와 같으시기 때문입니다. ()כִׁ י כָמֹוָך כְ פ ְַרעֹ ה
(19절)
내 주께서 그의 종들에게 물으며 말씀하셨습니다. ()אֲדֹ נִׁ י שָ ֹ֔ ַאל אֶ ת־עֲבָ דָ יו לֵּאמֵֹ֑ ר
너희에게 아버지나 형제가 있느냐? () ֲהיֵּש־ ָלכֶם אָ ב אֹו־אָ ח
(20절)
그래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렸습니다. ()מֶ ר אֶ ל־אֲדֹ ֹ֔ ִׁני
우리에게 나이 드신 아버지가 계시고, () ַוּנ ֹא יֶש־לָנּו אָ ב זָקֵֹּ֔ ן
그가 노년에 낳은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וְ ֶילֶד זְקֻׁ נִׁים קָ ָ ֵ֑טן
그의 형은 죽었고 ()וְ אָ חִׁ יו מֵּ ת
그는 그의 어머니 아들로 혼자 남았습니다. ()וַיִׁ ּוָתֵּ ר הּוא לְ בַ דֹו לְ ִׁאמֹו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합니다. ()וְ אָ בִׁ יו אֲהֵּ בֹו
(21절)
그러자 주께서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וַת ֹאמֶ ר אֶ ל־עֲבָ ֹ֔ ֶדיָך
그를 내게 데리고 내려와라. (הֹורדֻׁהּו אֵּ לָ ֵ֑י
ִׁ )
내가 내 눈을 그에게 둘 것이다. ()וְ אָ ִׁשימָ ה עֵּינִׁ י ָעלָי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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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절)

(23절)

(24절)
(25절)
(26절)

(27절)

(28절)

(29절)

(30절)

(31절)

(32절)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렸습니다. () ַוּנ ֹאמֶ ר אֶ ל־אֲדֹ ֹ֔ ִׁני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날 수 없습니다. ()ל ֹא־יּוכַל הַ ַּנעַר ַלעֲזֹ ב אֶ ת־אָ ִׁ ֵ֑ביו
그가 그의 아버지를 떠난다면 그 아버지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וְ ָעזַב אֶ ת־אָ בִׁ יו וָמֵּ ת
그러자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ות ֹאמֶ ר אֶ ל־עֲבָ ֹ֔ ֶדיָך
만약 너희 막내 동생이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않는다면
() ִׁאם־ל ֹא י ֵֵּּרד אֲחִׁ יכֶם הַ קָ טֹ ן ִׁא ְתכֶ ֵ֑ם
너희는 내 얼굴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ל ֹא תֹ ִׁספּון לִׁ ְראֹות ָפנָי
우리가 당신의 종 우리 아버지께 올라갔을 때 ()וַיְ הִׁ י כִׁ י עָלִֹׁ֔ ינּו אֶ ל־עַבְ ְדָך אָ ִׁ ֵ֑בי
내 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에게 전했습니다. (ֶד־לֹו אֵּ ת ִׁדבְ ֵּרי אֲדֹ נִׁ י
ֹ֔ ) ַו ַּנג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 ַוי ֹאמֶ ר אָ ִׁ ֵ֑בינּו
돌아가서 우리를 위해 먹을 것을 조금 사 와라. ()שֻׁ בּו ִׁשבְ רּו־לָנּו ְמעַט־אֹ כֶל
그래서 우리가 말했습니다. () ַו ַּּ֕נ ֹאמֶ ר
우리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ל ֹא נּוכַל ל ֶ ֵָ֑רדֶ ת
우리 막내 동생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 ִׁאם־יֵּש אָ חִׁ ינּו הַ קָ טֹ ן ִׁאתָ נּו
우리가 내려갈 것입니다. ()וְ י ַ ָֹ֔ר ְדנּו
왜냐하면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כִׁ י־ל ֹא נּוכַל לִׁ ְראֹות פְ נֵּי הָ ִֹׁ֔איש
우리 막내 동생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וְ אָ חִׁ ינּו הַ קָ טֹ ן אֵּ ינֶּנּו ִׁאתָ נּו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 ַוי ֹאמֶ ר עַבְ ְדָך אָ בִׁ י אֵּ לֵּ ֵ֑ינּו
내 아내가 나에게 두 아들을 낳은 것을 너희가 안다.
()אַ תֶ ם יְ דַ עְ ֹ֔ ֶתם כִׁ י ְשנַיִׁ ם יָלְ דָ ה־לִׁ י ִׁא ְש ִׁתי
하나는 나로부터 떠나서 () ַויֵּצֵּ א הָ אֶ חָ ד מֵּ ִׁא ֹ֔ ִׁתי
내가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라고 말하고 ()וָאֹ ַּ֕ ַמר אַ ְך טָ רֹ ף טֹ ָ ֵ֑רף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고 있다. (יתיו עַד־הֵּ ּנָה
ִׁ )וְ ל ֹא ְר ִׁא
너희가 또한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서 재앙이 그에게 일어나면
() ּולְ קַ חְ תֶ ם גַם־אֶ ת־זֶה מֵּ עִׁ ם ָפנַי וְ קָ ָרהּו אָ ֵ֑סֹון
너희가 내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다.
(הֹור ְדתֶ ם אֶ ת־שֵּ יבָ ִׁתי בְ ָרעָה ְשאֹ לָה
ַ ְ)ו
그러므로 이제 제가 주의 종 제 아버지께 돌아갔을 때 ()וְ עַתָ ה כְ בֹ ִׁאי אֶ ל־עַבְ ְדָך אָ ִֹׁ֔בי
그 아이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면 ()וְ הַ ַּנעַר אֵּ ינֶּנּו ִׁא ָ ֵ֑תנּו
아버지의 생명이 그 아이의 생명과 묶여 있으므로 (שּורה בְ נַפְ שֹו
ָ ְ)וְ נַפְ שֹו ק
그가 그 아이가 없는 것을 보았을 때 ()וְ הָ יָה כִׁ ְראֹותֹו כִׁ י־אֵּ ין הַ ַּנעַר
그는 돌아가실 것입니다. ()ו ֵּ ֵָ֑מת
그리고 주의 종들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의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만들
것입니다. (הֹורידּו עֲבָ דֶ יָך אֶ ת־שֵּ יבַ ת עַבְ ְדָך אָ בִׁ ינּו בְ יָגֹון ְשאֹ לָה
ִׁ ְ) ו
주의 종이 그 아이에 대하여 제 아버지께 담보가 되며 말했습니다.
()כִׁ י עַבְ ְדָך ע ַָרב אֶ ת־הַ ַֹּ֔נעַר מֵּ עִׁ ם אָ בִׁ י לֵּאמֵֹ֑ ר
만약 제가 그를 아버지께 데려오지 못한다면 () ִׁאם־ל ֹא אֲבִׁ יאֶ ּנּו אֵּ ֶֹ֔ליָ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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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절)

(34절)

제가 아버지께 평생에 죄를 지은 것이 될 것입니다. (אתי לְ אָ בִׁ י כָל־הַ י ִָׁמים
ִׁ ָ)וְ חָ ט
그러므로 이제 주의 종이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으로 머물도록 하시기 바랍
니다. ()וְ עַתָ ה יֵּשֶ ב־נָא עַבְ ְדָך תַ חַ ת הַ ַֹּ֔נעַר עֶבֶ ד לַאדֹ ִׁנֵ֑י
그리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올라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וְ הַ ַּנעַר ַיעַל עִׁ ם־אֶ חָ יו
그 아이가 저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제가 제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עלֶה אֶ ל־אָ ִֹׁ֔בי וְ הַ ַּנעַר אֵּ ינֶּנּו ִׁא ִׁ ֵ֑תי
ֱ ֶ)כִׁ י־אֵּ יְך א
또한 제가 아버지께 찾아올 재앙을 보지 않으려면, ()פֶן אֶ ְראֶ ה בָ ָ ֹ֔רע אֲשֶ ר יִׁ ְמצָ א אֶ ת־אָ בִׁ י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요셉의 열 한 형제는 가던 길을 돌려 요셉의 집으로 되돌아왔다. 아니 제 발로 되돌아 왔다기보다는 요
셉의 하인들에게 끌려왔을 것이다. 그들은 모두 요셉 앞에 납작 엎드렸다. 요셉은 그들에게 호통을 쳤
다. 그들을 향한 의심을 풀고 큰 호의를 베풀었건만 어떻게 자신이 가장 애지중지 하는 은잔을 훔쳐
갈 수 있느냐고 다그쳤다. 이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는 독자들로서는 요셉이 꾸민 이 일을 보며 의아
해 하거나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모든 일은 요셉이 꾸민 일이고 형제들 모두는 요셉이
쳐놓은 덫에 보기 좋게 걸린 셈이니 말이다.
여기서 잠시 인간들이 쉽게 빠져드는 선과 악의 함정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인간은 누구나 선과
악에 대한 나름의 기준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은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다. 누구나 각자
저다마의 선악 기준을 토대로 세상사를 재단하고 판단한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다. 우리 속
담에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말이 있다. 이 두 속담을 섞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바늘도둑이 소도둑 나무란다’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마켓이나 시
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때 사람들은 저울의 눈금을 속이거나 혹은 현금 구매를 함으로써 가격을 흥정
하기도 한다. 하지만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 모두 서로 간에 일종의 거짓이나 눈속임이 들어 있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다. 그뿐인가?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불법인 줄 뻔히 알면서도 너나 할 것 없이 암묵
적인 거짓을 저지른다. 이 세상 사람들이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직하게 거래를 한다는 건
아예 불가능하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이런 부정직한 거래에서 생긴 이익은 사실은 모두가 부당
이득이다. 하지만 그런 사소한 부당 이익을 악이라고 생각하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대부분의 사람들
은 그런 사소한 일에는 무감각하다. 그러던 중에 TV에 대기업의 부당 거래가 핫이슈로 뜨기라도 하
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기업을 신랄하게 비난하면서 그런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기업주를 싸
잡아 정죄한다. 정말이지 바늘 도둑이 소도둑을 나무라고 있는 형국이다.
인간들 대부분은 자신들이 소도둑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누구나 바늘 도둑쯤은 된다. 문제는
바늘 도둑쯤은 도둑이라 여기지도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동
성애자나 살인자뿐 아니라 뒤에서 남을 험담하거나 가십거리로 삼는 것조차 동일하게 죄라고 말하
고 있다. 그렇기에 인간들은 결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할 자격이 없다. (롬 2:1참조).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성경의 독자들 중엔 요셉을 편드는 이도 있을 것이고 다른 형제들
을 편드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어느 편에 서든 이 일을 도덕적 잣대로 함부로 판단해서는 곤란하
다. 아무리 과거에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몹쓸 죄를 지었다고 해서 지금 요셉이 형제들에게 하는 모
든 일이 도의적으로 용납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과연 요셉이 형들에게 보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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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 또는 그들을 골탕 먹이려고 이런 일을 꾸 것일까? 아니면 형들도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 보
라는 뜻으로 이러는 걸까? 만약 조금이라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담 이후 인간들의 마
음 한가운데 심겨진 잘못된 선악 판단 구조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현명한 독자라면 이 사건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은 요셉 개인의 일도 형제들의 일도 아닌 하나님의 일이다. 하
나님은 인간들의 도덕적 기준을 벗어난 영역에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을 제외한 모
든 인류를 물로 심판하여 다 죽이신 것은 악이 아니라 오히려 선이며 의로운 심판이다. 아브라함에게
속아서 사라를 아내로 맞은 바로가 당한 일도 그렇다.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아브라함의
말을 믿고 사라를 아내로 들인 바로는 그 일로 하나님께 호되게 당했다. 사실 바로는 억울한 피해자일
뿐인데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를 야기한 아브라함은 가만 두고 오히려 그에게 속은 바로에게 호된 재
앙을 내렸다. 인간들이 가진 도덕적 기준으로 보면 말도 안되는 일이다. 그런데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어떤 사람이 의로운지 아닌지는 오로지 하나님만이 판단하신다. 따라서 선악은 인간의 판
단 영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판단 영역이다.
인간 사회에서는 속고 속이는 일이 다반사다. 우리는 종종 억울한 일을 당해 사업이 파산에 이른 기업
이나 갑의 횡포로 억울한 일을 당한 을에 관한 뉴스를 접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세상의 법은 힘
있는 자의 편이다. 힘 없고 나약한 자들이 여기저기 억울함을 호소해 보기도 하지만 별 소용이 없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억울한 일을 겪는 과정에서 더 큰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 바로 그런 상황
을 통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일은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도 분통 터지고 억울한 일이다. 그들을 옷을 찢으며
이 일에 서로 연대 책임을 지려했다. 경위야 어찌 되었든 버젓이 물증이 나온 이상 그들은 죄인이며 오
직 요셉의 처분만 바랄 뿐이다. 하나님의 일이 그렇다.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모순되고 불합리한 일들
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과 구원이 필
요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이다. 이 상황에서 요셉의 넷째 형인 유다가 나선다. 그리고 기나긴 변명을 한
다. 사실 그가 하는 변명은 단지 핑계를 대는 게 아니다. 유다가 한 것은 아폴로기아 (ἀπολογία,
apologia)다. 아폴로기아는 진리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며 진리의 진리됨을 변증하는 과정이다. 유다
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으로 아롤포기아를 시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자신이 죄인임을 고
백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하는 아폴로기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
을 고백하는 것으로 시작되어야 한다. 그 고백을 통해서만 진리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열린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솔직하게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당신은 스스로를
악인이라 고 생각합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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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의 변명 (2): “죄로 인해 종이되겠습니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44:14~34)
묵상을위한 성경이야기
유다는 은잔이 발견된 베냐민뿐만 아니라 자신을 포함한 모두가 죄인이며 그들 모두가 요셉의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나섰다. 지금 유다는 공연히 호기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결국 자기들이 연루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막내 베냐민 뿐만 아니라 자신들도
이 일에 응당 책임이 있다고 생각했다. 유다의 간곡한 말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여전히 냉정 모드를 유
지했다. 요셉도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다. 이 정도 되면 연기는 그만하고 자기가 누구인지 밝혀도 될텐
데 그는 여전히 냉정을 잃지 않고 연기를 계속 이어갔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잔이 발견된 그 사람이 내 종이 될 것이다. 이제 (나머지는) 너희 아
버지께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요셉은 일언지하에 유다의 말을 거절했다. 죄가 있는 사람만 책임을
지고 죄 없는 사람은 그냥 돌아가도 좋다는 말이다. 요셉의 말은 성경적이고 일리가 있다. 성경에는 죄
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물을 때도 있지만 철저하게 개인의 책임을 묻기도 한다. 모든 사람은 다른 누
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로 인해 심판을 받는다. 그렇기에 그 누구도 핑계댈 수없다. 성
경은 철저하게 개인의 죄는 당사자가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하고 있다. 관련 성경 몇 군데를 찾아보자.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라 각 사람은 자기 죄에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신 24:16).
"그 때에 그들이 다시는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 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죄악으로만 죽으리라” (렘 31:29-30).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비가 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함은
어찜이뇨,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다시
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함 같이 아들
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겔 18:2-4).
개인의 잘못은 당사자가 책임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개인의 문제만을 다
루시는 건 아니다. 개인의 잘못을 공동체 전체에게 지우는 경우도 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아간의
범죄가 대표적이다.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벌과
은 이백 세겔, 그리고 오십 세겔의 금덩이 하나를 몰래 챙겼다. 이는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했고, 그 때
문에 여리고 성에 비해 형편없이 취약한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했다. 죄는 아간이라는 한 개인이 지
었지만 그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패배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애

12

꿎은 이스라엘 군사 서른 여섯 명이 죽었고 백성들의 마음은 절망감에 녹아내렸다. 이 일은 개인의 죄
가 공동체 전체에 미친 대표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현대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는다. 하나님
의 사랑과 은혜만 전하면 될 일이지 죄에 관해서 꼬치꼬치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분도 계실 것이다. 물론 그 속뜻을 모르지는 않는다. 하지만 인간이 자기 죄를 자각하고 그 죄로 인해
고통을 받는 건 어찌보면 당연하다. 사실 그런 과정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진정으로 경
험하게 된다. 하나님이 죄인을 용서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당사자가 아니라 예
수님에게 전가하셨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공의에 따르면 이 세상의 모든 죄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 각자 스스로가 그 대가를 치뤄야 한다. 살인을 하면 감옥에 가야하고,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에
따르는 최소한의 수치심이나 두려움이라는 감정적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은 그 죄가 들키지 전까지는 아마도 죄책감과 수치심에 시달리지 않았
을 것이다. 게다가 그녀가 간음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면 그 여인은 죄책감에 시달리기는커
녕 아무런 죄의식 없이 여느 때처럼 태연스럽게 애정 행각을 벌이고 있었을지 모를 일이다. 그 여인이
잡혀온 때가 초막절 마지막 행사인 물의 축제가 밤새 벌어진 다음 날로 여덟째 날(쉐미니 아째렛) 아
침 시간이었다. 그 말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밤새 성전에 모여 아침까지 성대한 축제를 벌이던 바로
그 시간에 그녀는 아침까지 외간 남자와 육체의 향연을 벌였던 셈이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을
비롯한 일련의 사람들이 그 현장을 덮쳤다. 그 때문에 벌거벗은 그녀의 수치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
다. 얼마나 창피하고 고통스러웠으며 얼마나 두려웠을까? 죄는 고통을 통해 경험된다. 물론 그녀는 예
수님 앞에 섰고 율법대로 처형 당할 위기에서 뜻밖에도 그분에게서 용서를 받았다.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에 자신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려던 모든 사람들이 돌을 버리고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그렇다
고 해서 수치심, 두려움 같은 여러 불편한 감정으로부터 그녀가 완전히 해방된 것은 아니다. 그 후에
도 그녀는 만나는 사람들마다 손가락질 당했을 것이고 그들의 따가운 시선을 감수해야 했을 것이다.
어쩌면 주홍글씨의 주인공처럼 죽을 때까지 간음한 여인이라는 낙인을 달고 살았을 수도 있다.
죄의 영향력은 이처럼 무섭다. 아무리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세상은 지속적으로 죄인을
괴롭힌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한 죄의 결과
로 오는 모든 고통들을 쉽게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런데 죄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있다. 바로 자
기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고백할 뿐 아니라 자신을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경멸의 눈길을 보
내는 사람들에게도 그 고백은 효과적이다. 용서는 진정성있는 고백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요셉 앞에
선 유다는 지금 자신들에게 닥친 일에 대해 지나칠 정도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다. 그것이 요셉의 마
음을 움직일지는 두고 볼 일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죄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그 죄 때문에 고통받
은 경험이 있습니까? 그럴 때 당신은 어떻게 대처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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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의 변명 (3): 죄를 대신한다는 것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44:14~34)
묵상을위한 성경이야기
유다의 아폴로기아(apologia)의 핵심 주제는 사랑이고 중심 단어는 아버지 야곱이다. 유다는 요셉을 최
대한 존중했다. 요셉이 바로가 가진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실권자이며 그렇기에 자신들이 함부로 이
야기를 꾸며내어 말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한다. 유다는 지난 번 식량을 구하러 왔
을 때 일어났던 일부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때 요셉이 형제들에게 “너희에게 아버지나 형제가 있
느냐?”라고 물었고 그때 그들은 나이 드신 아버지가 계시며 그가 노년에 낳은 어린 동생이 있다고 대
답했다. 그리고 그 어린 동생의 어머니가 아이 둘을 낳았는데 그 중 하나는 죽었고, 그 어린 동생만 홀
로 살아 남았으며 아버지가 그를 무척이나 아낀다고 대답했다.
유다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지금 도둑으로 몰린 베냐민을 아버지 야곱이 너무도 깊이 사랑한다는
것이다. 한 어머니에게서 낳은 아들 둘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죽었고, 다른 한 명인 막내 동생을 아버
지가 지극히 사랑하고 있다고 했다. 그런데 기근으로 인해 그들이 곡식을 구하러 처음으로 이집트로
왔을 때 요셉은 자기들을 스파이로 오해했고 그 혐의를 풀려면 반드시 막내를 데려 오라고 했다. 그 때
문에 만약 그를 데리고 가지 않으면 다시는 이집트에서 곡식을 살 수도 없다는 말로 아버지를 겨우 설
득해서 이렇게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
지 않으려고 얼마나 고집을 부렸는지도 소상히 말했다. 그러면서 유다는 야곱이 그들에게 한 말을 그
대로 전했다.
“내 아내가 나에게 두 아들을 낳은 것을 너희가 안다. 내 아내가 나에게 두 아들을 낳은 것을 너희가 안
다. 하나는 나로부터 떠나서, 내가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라고 말하고,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고
있다. 너희가 또한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서, 재앙이 그에게 일어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로 슬퍼하
며 스올로 내려가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요셉은 심판자로 서 있고 유다는 그 앞에 죄인의 대표로 말하고 있는 형국이다. 하지만 지금 유
다가 말하는 내용은 베냐민이 절대로 은잔을 훔치지 않았으며 분명 뭔가 착오가 있었거나 어떤 음모
가 있을 지도 모른다는 항변이나 변명이 아니다. 그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사실대로 이야기 하고
있을 뿐이다. 이 일로 인해 만에 하나 베냐민에게 무슨 변고라고 생기면 자기 아버지는 아마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베냐민과 아버지 야곱의 생명이 서로 묶여 있어서 베냐민이 살면 아버지도 살고, 베냐
민이 죽으면 아버지도 죽을 거라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베냐민을 여기에 두고 자신들만 집으로 돌
아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는 유다는 자신의 아폴로기아를 이렇게 마무리한다.
“그러므로 이제 주의 종이 그 아이를 대신하여 내 주의 종으로 머물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올라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이가 저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또한 제가
아버지께 찾아올 재앙을 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제가 제 아버지께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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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다는 떼를 쓰거나 자기들의 무죄함을 선처해 달라고 호소하지도 않았다. 게다가 베냐민에게 일어
난 일의 자초지종을 따지지도 않았다. 모든 판단을 요셉에게 맡겼다. 요셉이 결정내리는 대로 따르면
그만이다. 요셉은 베냐민은 여기 남아서 그의 종이 되고 나머지 형제 열 명은 집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이미 말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그것은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최악의 선고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가 나서서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이 유다가 한 말을 이렇게 상세히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유다의 희생 정신으로 인해 모든 형제들
이 목숨을 구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유다의 희생 정신은 위대하고
본맏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단지 그의 희생 정신을 본받는데에만 머문다면 우리는 아버
지를 끔찍이도 사랑하고 막내 동생을 아끼는 한 남자의 용기있는 행동 외에 더 중요한 어떤 것을 놓치
게 된다. 솔직히 말해 유다는 이 일에 결백하다 할 수 없다. 요셉이 팔려 올 당시 유다는 무엇을 했는가?
맏형 르우벤은 어떻게 해서든 요셉을 구해내어 아버지께로 데려 가려 했다. 하지만 다른 형제들은 요
셉을 죽이려 했다. 그때 유다가 절충안을 냈다. 요셉을 팔아 넘기자고 한 것이다. 그들은 유다의 제안
대로 했고 대신 아버지께는 요셉이 들짐승에게 해를 입어 죽었다고 속일 수 밖에 없었다. 만약 그때 유
다가 르우벤과 뜻을 같이 하여 다른 형제들을 설득했다면 요셉은 팔리지 않았을 것이며 지금 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유다는 자기가 희생하여 종이 되겠다는 말이 아니라 종이 될만한 충
분한 죄를 지은 사람이기에 종이 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유다는 죄인으로 드러난 베냐민을 대
신하려 하고 있다. 유다의 이야기는 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눈물 겹도록 감동적이기도 하다. 사실
유다의 아폴로기아에 요셉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신의 정체를 형제들에게 알리게 된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발견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유다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
로 위대하고 희생적인 어떤 분을 기억해야 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
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
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롬 5:6-8).
죄인을 대신하여 그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자는 의인 밖에 없다. 죄인은 절대로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할 수 없다. 죄인을 대신해서 그 죄를 담당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다. 우리는 그 예수님
을 통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는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
게 되는지를 유다의 아폴로기아를 통해 알아 보았다. 결론은 예수님이다.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은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만약 하나님 앞에서 아폴로기아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신이 지은 죄에 대해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당신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직접 그 죄에 대
해 책임을 지겠습니까?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5

“제가 요셉입니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45:1~ 3)
(1 절) 요셉이 그 앞에 서있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추스리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וְ ל ֹא־יָכֹ ל יֹוסֵּ ף לְ הִׁ ְתאַ פֵּק לְ כֹ ל הַ ּנִׁ צָ בִׁ ים ָע ָֹ֔ליו וַיִׁ קְ ָ ַּ֕רא
내 앞에서 모든 사람을 나가게 하라. (ָל־איש מֵּ עָלָ ֵ֑י
ִׁ )הֹוצִׁ יאּו כ
그래서 요셉이 자신을 그의 형제들에게 알릴 때, 누구도 그와 함께 있지 않았습니다.
()וְ ל ֹא־עָמַ ד ִׁאיש ִׁא ֹ֔תֹו בְ הִׁ ְתוַדַ ע יֹוסֵּ ף אֶ ל־אֶ חָ יו
(2 절) 그는 크게 울었습니다. ()וַיִׁ תֵּ ן אֶ ת־קֹ לֹו בִׁ בְ ִׁ ֵ֑כי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들었고, 바로의 궁에도 들렸습니다.
()וַיִׁ ְש ְמעּו ִׁמצְ ַ ֹ֔ריִׁ ם וַיִׁ ְשמַ ע בֵּ ית פ ְַרעֹ ה
(3 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יֹוסֵּ ף אֶ ל־אֶ חָ יו
제가 요셉입니다. (יֹוסף
ֵּ ֹ֔ )אֲנִׁ י
제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הַ עֹוד אָ בִׁ י ָחֵ֑י
그의 형제들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וְ ל ֹא־יָכְ לּו אֶ חָ יו ַלעֲנֹות אֹ ֹ֔תֹו
왜냐하면 그들은 그 앞에서 겁먹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כִׁ י נִׁ בְ הֲלּו ִׁמ ָפנָי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유다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요셉은 점점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다. 형들이 자기를 이스마엘 상인들
에게 팔아 넘겨 놓고는 아버지한테는 자기가 죽었다고 말하는 대목에서는 속에서 부아가 치밀었을
것이다. 물론 솔직하게 그들의 잘못을 시인하지 못하는 형들에 대한 연민의 마음도 들긴 했지만 이렇
게 멀쩡히 살아 있는 자신을 죽었다고 여기며 아직도 마음 아파하는 아버지를 생각하니 마음이 무너
져 내렸다. 게다가 유다가 자기에게 이런 말을 하는 동안 그 옆에서 연신 머리를 조아리고 두려움에 떨
며 엎드려 있는 형들의 모습이 너무도 측은해 보였을 것이다. 더구나 베냐민은 경위야 어찌 되었든 엄
연한 죄인의 몸이었기에 더더욱 두려워했을 것이고 자기 때문에 형들까지 곤욕을 치르고 있는 데 대
한 미안함까지 있었을 것이다. 요셉은 더 이상 연극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이 녹아내렸다. 생
각 같아서는 좀더 시간을 끌어 형들이 충분히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기를 바랐을 지도 모른다.
요셉의 차가운 이성은 마음 속 깊은 곳에서부터 솟구쳐 올라오는 뜨거운 사랑의 기운으로 인해 심하
게 요동쳤다. 마침내 얼음장 같은 그의 이성은 뜨거운 눈물에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의 눈시울이 붉
어지더니 이내 굵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요셉은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할 수 없을 지경이 되
었다. 하지만 그는 총리로서 권위를 지키기 위해 그 앞에 서 있던 모든 이집트 관료들과 하인들에게 당
장 이 자리에서 나가라고 명령했다. 갑작스런 명령에 그 주위에 있던 모든 이집트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그곳을 떠나야만 했다. 이제 요셉과 열한 명의 형제들만 그 자리에 남게 되었다.
사람들이 다 나가고 나자 요셉은 대성통곡을 했다. 성경은 밖으로 나간 사람들은 물론이고 바로가 있
던 왕긍에까지 그 울음소리가 들렸다고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세월의 무게가 긴 울음이 되어
요셉이 있는 총리 공관은 물론이고 왕궁에까지 흘러 들어간 것이다.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을 향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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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친 그리움과 한이 범벅이 되어 요셉은 목놓아 울고 또 울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요셉의 형제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한 동안 주체할 수 없는 울음을 운 요셉이 겨우 마음을 추스리고 입을 열었다.
“제가 요셉입니다. 제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제가 요셉입니다.” 요셉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형제들의 귓전을 때렸다. 너무도 엄청난 말이라 그 뒷
말은 들리지도 않았을 것이다. 요셉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형제들은 자기들의 귀를 의심했다. 그 옛날
자기들이 은 20 에 팔아 넘긴 동생 요셉이 이렇게 버젓이 살아서 자신들 앞에 서 있다니! 자기들에 의
해 옷이 벌거벗겨진 채 마른 우물로 내던져졌던 요셉, 죽음의 공포로 그 속에서 떨고 있던 그 동생, 이
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가면서 두렵고 슬픈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던 그 요셉이 살아있다! 인생은 새
옹지마라고 했는가? 그 요셉이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라 자신들 앞에 서 있다. 요셉이라는 말
에 형들은 안도감과 기쁨보다는 오히려 자신들이 과거에 저질렀던 과오 때문에 두려움이 앞섰다. 이
일을 어찌 할 것인가?
죄라는 것이 그렇다. 죄는 끝까지 우리를 따라다니며 우리를 고발한다. 만약 형들이 그런 짓을 하지 않
았다면 당장이라도 요셉을 부둥켜 안고 재회의 기쁨을 누렸을 것이다. 그러나 형들은 살아있는 동생
을 도저히 반가운 마음으로 맞을 수가 없었다. 바로 그들이 저지른 죄 때문이다. 그들의 죄는 동생을
다시 만난 기쁨을 상쇄하고도 남았다. 이처럼 죄는 두려움을 낳는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한
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혔을 때 이미 그들은 용서받았음을 알았어야 했다고 말이다.
하지만 죄를 씻는 과정은 말처럼 그리 녹녹치가 않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그렇다. 우리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죄까지 모두 그리스도
의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다. 하지만 죄 용서의 선언을 듣는 것 그 자체만으로 죄의식에서 벗어나게 되
는 건 아니다.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때마다 찾아 오는 두려움은 어찌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죄에서 기
인하는 말 못할 수치심과 두려움 때문에 겹겹이 싸매고 숨으려는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 부끄러운 과
거는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좀처럼 변하지 않는 성품으로 인해 고통스러
워하기도 한다. 그것이 죄인인 인간의 실존이다. 그 실존을 깨달을 때마다 찾아 오는 두려움은 아무리
죄 용서의 기쁜 소식을 들어도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진 듯하다가도 어느새 불쑥 두려움이 몰
려 오기도 한다. 어쩌면 인간은 그러한 죄의식과 평생 동안 씨름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지도 모른
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셨고 아들로 삼아주셨으며,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
고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 사실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할 때 우
리는 진정한 자유와 쉼을 얻는다. 복음의 능력은 죄인을 자유케 하고, 죄인을 두려움과 애씀으로부터
놓아준다. 당신은 어떠한가? 복음의 능력이 당신을 해방하였는가? 아니면 요셉의 형들처럼 아직도
과거의 실수가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자기도 모르게 죄의식에 사로잡힐 때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그때마다 복음은 당신에게 어떻게 역사
하고 있나요? 당신은 복음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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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45:4~8)
(4 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יֹוסֵּ ף אֶ ל־אֶ חָ יו
제게 가까이 오십시오. ()גְ שּו־נָא אֵּ לַי
그들은 가까이 왔고, 요셉이 말했습니다. ()וַיִׁ גָ ֵ֑שּו ַוי ֹאמֶ ר
저는 형님들께서 이집트에 판 형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ר־מכ ְַרתֶ ם אֹ ִׁתי ִׁמצְ ָריְ מָ ה
ְ ֶ)אֲנִׁ י יֹוסֵּ ף אֲחִׁ י ֶֹ֔כם אֲש
(5 절)
그러나 지금 걱정하거나 자책하지 마십시오. ()וְ עַתָ ה אַ ל־תֵּ עָצְ בּו וְ אַ ל־יִׁ חַ ר בְ עֵּינֵּי ֶֹ֔כם
저를 팔았다고 해서 (י־מכ ְַרתֶ ם אֹ ִׁתי
ְ ִׁ)כ
보소서.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 ֵּ ֵ֑הּנָה כִׁ י לְ ִׁמחְ ָֹ֔יה
하나님께서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 ְשלָחַ נִׁ י אֱֹלהִׁ ים לִׁ פְ נֵּיכֶם
(6 절)
이 땅에 기근이 2년 동안 있었으니 ()כִׁ י־זֶה ְשנָתַ יִׁ ם הָ ָרעָב בְ קֶ ֶרב הָ ָ ֵ֑א ֶרץ
아직 5년은 밭을 갈거나 추수하지 못합니다. ()וְ עֹוד חָ מֵּ ש שָ ֹ֔ ִׁנים אֲשֶ ר אֵּ ין־חָ ִׁריש וְ קָ צִׁ יר
(7 절)
하나님께서 저를 형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וַיִׁ ְשלָחֵּ נִׁ י אֱֹלהִׁ ים לִׁ פְ נֵּי ֶֹ֔כם
형님들의 자손을 이 땅에 두시기 위해 ()לָשּום ָלכֶם ְשאֵּ ִׁרית בָ ָ ֵ֑א ֶרץ
형님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 ()ּולְ הַ חֲיֹות ָל ֶֹ֔כם
위대한 구원을 통해 ()לִׁ פְ לֵּיטָ ה גְ דֹ לָה
(8 절)
그러므로 형님들께서 저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고 ()וְ עַתָ ה ל ֹא־אַ תֶ ם ְשלַחְ תֶ ם אֹ ִׁתי הֵֹּ֔ ּנָ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להים
ֵ֑ ִׁ )כִׁ י הָ א
그가 저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셨고, ()וַיְ ִׁשימֵּ נִׁ י לְ אָ ב לְ פ ְַרעֹ ה
그의 모든 집에 주로 (삼으셨고,) (יתֹו
ֹ֔ ֵּ)ּולְ אָ דֹון לְ כָל־ב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습니다.) ()ּומֹ שֵּ ל בְ כָל־אֶ ֶרץ ִׁמצְ ָריִׁ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냈다. 형들은 순간 당황했다. 당시 근동 지방에서 가장 지혜로운 총리가 자
신들의 동생이라는 사실에 환호성을 질러야 할 형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오히려 그 전보다 더 무거
워졌다. 요셉과 헤어진 지 20 년도 넘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은 여전히 죄의식에서 헤어날 수 없었다.
그들이 요셉을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아 넘길 당시에는 아마도 앓던 이가 빠진 것처럼 시원했을 것
이다. 그들이 그렇게 한 이유는 요셉의 꿈 때문이었다. 열한 개의 형제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
절했다는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형들은 크게 분노했다. 그리고는 요셉을 나무라며 이렇게 말했다.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창 37:8).
그들은 꿈 때문에 요셉을 비난했던 일이 기억났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라도 그들이 느낀 공포는 더더
욱 엄청났을 것이다. 요셉이 꾼 꿈대로 지금 베냐민까지 정확하게 열한 명의 형제들이 죄인처럼 끌려
와 요셉 앞에 엎드려 있기 때문이었다. 형들 입장에서 보면, 동생을 노예로 팔아 넘긴 자신들의 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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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그들을 고발하고 있는 형국이고, 요셉이 꾼 꿈이 결코 요셉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음이 증명되었다. 이로써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시다는 게 확증 되었고 자신들은 하나
님 앞에 큰 죄인이 된 셈이다.
죄로 인한 두려움은 단지 용서의 선언으로만 해결되지 않는다. 요셉이 아무리 형제들을 용서한다 해
도 그들을 그것을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것은 비단 형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죄인인 인간들은
모두가 그렇다. 그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죄는 인간으로 하여금 두려움을 갖게 만든다. 하
지만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인간들로 하여금 진정한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죄란 어떤 것이길래 인간들에게 두려움을 가져다주고, 용서를 받아들이는 것조차
방해하는 것일까? 많은 사람들은 인간의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만을 죄라고 여긴다. 국어 사전
에도 죄를 ‘양심이나 도리에서 벗어난 행위’ 또는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로 정의
하고 있다. 결국 죄는 그릇된 행위의 문제다. 살인은 고의든 아니든 사람을 죽이는 행위다. 도둑질은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갖는 행위다. 간음은 배우자 이외의 다른 이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
을 말한다. 한 마디로 죄는 법과 도리를 벗어난 ‘행위’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
하는 죄는 단지 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릇된 행위와 그 행위의 결과나 영향, 뿐만 아니라 그 행
위의 근본 원인까지 모두 다 포함하는 말이다. 성경은 죄의 근본 원인을 하나님과의 어그러진 관계 때
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제 아무리 모든 법을 지키고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
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그는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완
벽한 삶을 살아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자라면 그는 죄인이
다. 기독교는 죄의 뿌리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찾는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으로부터 용서의 말을 들었고, 걱정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들은 여
전히 두려웠다. 그들은 아직 요셉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무리 두려워하
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해도 그들은 계속 의구심을 가지고 요셉을 대하고 있고 그들 속에 있는 두려
움은 쉽사리 가시지 않았다. 아니 그들은 거의 평생을 요셉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살았다. 아버지 야
곱이 죽고 그 장례식을 치른 후 형들이 보인 행동을 보면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죄의식이 얼마나 뿌
리 깊은 것인지 잘 보여준다. 창세기 50장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
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
서하소서 하매 요셉의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
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
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
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창 50:15-21).
요셉이 아무리 형들을 용서했어도 그들은 요셉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런 ‘믿음없음’은 결코
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도 동일하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께 벌을 받을까봐 늘 두려워한다. 살아가면서 실수를 하거나 작은 죄라도 짓게 되면
19

어느새 두려움이 엄습한다. 남들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 못하고 숨는 일은 다반사다. 그러다가 조금이
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으레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라고 여긴다. 아무리 성경을 읽고, 예배를 드려
도 평안은 그때뿐이다. 마음 한구석 어디엔가 또아리를 틀고 있던 두려움이라는 괴물은 작은 틈을 놓
치지 않고 스멀스멀 기어 올라와 순식간에 온 몸을 휘감는다. 그러다 어느 순간 믿음없음이 되어 버리
기도 한다. 알다시피 믿음은 인간이 억지로 믿어야지 하며 주문을 외운다고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죄인인 인간은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조차 전혀 없다. 오직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강한
확신을 주시는 길 밖에 없다. 그렇기에 믿음이야말로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성령 체험이
다.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되었는가 말이다. 정말이지 놀랍지
않은가?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죄의 두려움에서 진정으로 해방되었습니까? 그 과정에서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것을 알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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