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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
오늘의 본문 (창 47:1~6)
(1 절) 요셉은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 ַו ָּיב ֹא יֹוסֵ ף ַו ַיגֵד לְ פ ְַרעֹ ה ַוי ֹאמֶ ר
제 아버지와 제 형제들, 그들의 양과 소, 그리고 그들의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도
착하였습니다. () אָּ בִ י וְ אַ חַ י וְ צ ֹאנָּם ּובְ קָּ ָּרם וְ כָּל־אֲשֶ ר לָּהֶֶ֔ ם בָּ אּו מֵ אֶ ֶרץ כְ נָּ ָ֑עַן
지금 그들은 고센 땅에 있습니다. ()וְ הִ נָּם בְ אֶ ֶרץ גֹ שֶ ן
(2 절) 그리고 그는 그의 형제 중에서 5명을 데려왔고, 그들을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שים ַויַצִ גֵם לִ פְ נֵי פ ְַרעֹ ה
ָ֑ ִ ּומקְ צֵ ה אֶ חֶָּ֔ יו לָּקַ ח ח ֲִמשָּ ה ֲאנ
ִ )
(3 절) 바로는 그의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פ ְַרעֹ ה אֶ ל־אֶ חָּ יו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מַ ה־מַ עֲשֵ יכֶ ָ֑ם
그들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אמרּו אֶ ל־פ ְַרעֹ ה
ְ ) ַוי
주의 종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입니다. ()רֹ עֵה צ ֹאן עֲבָּ ֶ֔ ֶדיָך
저희들 뿐만 아니라 저희 조상 대대로, ()גַם־ ֲאנַחְ נּו גַם־אֲבֹותֵ ינּו
(4 절) 그들의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אמרּו אֶ ל־פ ְַרעֹ ה
ְ )) ַוי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머무르기 위해 왔습니다. ()לָּגּור בָּ אָּ ֶרץ בָּ אנּו
왜냐하면 주의 종들의 양 떼를 위한 목초지가 없습니다.
()כִ י־אֵ ין ִמ ְרעֶה ַלצ ֹאן אֲשֶ ר ַלעֲבָּ ֶ֔ ֶדיָך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각합니다. ()כִ י־כָּבֵ ד הָּ ָּרעָּב בְ אֶ ֶרץ כְ נָּ ָ֑עַן
그러니 이제 주의 종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도록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וְ עַתָּ ה י ְֵשבּו־נָּא עֲבָּ דֶ יָך בְ אֶ ֶרץ גֹ שֶ ן
(5 절) 바로가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פ ְַרעֶֹ֔ ה אֶ ל־יֹוסֵ ף לֵאמָֹ֑ ר
네 아버지와 네 형제들이 네게로 왔다. ()אָּ בִ יָך וְ אַ חֶ יָך בָּ אּו אֵ לֶיָך
(6 절)
이집트 땅이 네 앞에 있다. ()אֶ ֶרץ ִמצְ ַריִ ם לְ ָּפנֶיָך ֶ֔ ִהוא
가장 좋은 땅에 네 아버지와 네 형제들이 거주하도록 하라.
()בְ מֵ יטַ ב הָּ ֶ֔ ָּא ֶרץ הֹושֵ ב אֶ ת־אָּ בִ יָך וְ אֶ ת־אַ ֶחָ֑יָך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게 하고 ()י ְֵשבּו בְ אֶ ֶרץ ֶֹ֔גשֶ ן
만약 네가 그들 중에 적절한 사람들이 있다면 ()וְ ִאם־יָּדַ עְ תָּ וְ יֶש־בָּ ם אַ נְ שֵ י־חֶַ֔ יִ ל
그들이 내게 속한 가축을 관리하도록 하라. ()וְ שַ ְמתָּ ם שָּ ֵרי ִמקְ נֶה עַל־אֲשֶ ר־לִ י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마침내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 앞에 섰다. 이들은 아버지 야곱보다 앞서 바로를 만났다. 요셉은 자신의
가족들이 가나안 땅으로부터 왔으며 지금 고센 땅에 있다는 사실을 바로에게 보고했다. 바로는 누구
보다 신뢰하는 요셉이 드디어 가족을 찾았고, 그 가족들이 이집트 땅으로 들어 왔다는 사실에 함께 기
뻐했다. 바로는 이집트의 왕이다. 당시 이집트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우호적이었다. 물론
백성이라고 해 보았자 야곱의 며느리들을 제외하고 칠십 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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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는 요셉의 형들에게 그들의 생업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 질문은 당시로서는 매우 민감한 질문이
다. 생업이 곧 그들의 종교적, 사회적 배경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당시 이집트는 농경 사회였다. 정착
된 삶을 지향하는 농경 사회는 이리저리 떠돌이 삶을 사는 유목민들을 혐오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
과 만찬을 할 때 요셉의 하인들이 각기 따로 상을 차린 이유도 가나안에서 온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과
는 다른 유목민들이었기 때문이다.
기원전 5세기 로마의 역사가였던 헤로도투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집트 사람들은 소를 신성한 동물로
여겼다고 했다. 따라서 그런 신성한 소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을 가증하게 여겼고, 소고기를 먹는
것도 매우 꺼려했다. 그래서 그들은 소고기를 먹거나 소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북방에서 온 사람들을
매우 싫어했고, 함께 거주하는 것조차 피하려 했다. 요셉이 형제들과 만찬을 할 때 그 하인들이 상을
별도로 차린 것도 이집트 사람들의 이 같은 경향 때문이다. 그들은 히브리 사람들과 겸상하는 것조차
매우 싫어했기 때문이다 (창 43:32참조). 개역 개정 성경은 창세기 43장 32절 하반절에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함께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부정을 입었더라’의 히브
리어 원어는 ‘토에바’ ()תֹועֵבָּה다. 이 단어는 ‘혐오스러운, 가증스러운’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심리적이고 감정적인 단어가 아니라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로 ‘신’ 또는 ‘인
간’들에게 혐오스럽다는 의미다. 그런 의미에서 이집트인들은 소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히브리인들
과 겸상을 하는 것도 꺼리거니와 한 공간에 거주하는 것은 더더욱 피하려 했다.
바로는 제일 먼저 이들의 직업에 대해 물어 보았다. 그 이유는 직업, 생업이 그들의 삶의 방식뿐 아니
라 종교와 풍습을 그대로 드러내 주기 때문이다. 형들은 요셉이 일러준 대로 지신들은 조상 대대로 양
을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바로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집트인들과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임을 직감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바로는 그런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
는 요셉을 총리로 임명할 때 이미 그가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많은 구약학자들은 당
시 이집트의 지배층이 이집트 원주민이 아니라 북방에서 온 힉소스 족속들이며 그들 또한 원래 유목
민 출신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이집트의 역사에도 제 16대 왕조 (BC17세기 중반~16세기 중반)가
힉소스라는 북방에서 온 사람들이 잠시 이집트를 지배했다는 기록이 있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는 그 힉소스인들이 히브리인들과 같은 계열의 종족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시 말해 바로나 요셉
모두가 같은 유목민 출신이었다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사실이나 주장이 이집트 16대 왕조 당시에 요
셉이 총리로 재임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건 아니다. 그러나 여러 정황상 이집트왕 바로가 이집트
백성들이 혐오하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매우 우호적이었다는 것만은 분명하다. 여하튼 요셉의 형들
은 자신들이 이집트에서도 계속해서 양을 치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목초지가 있는 고센 땅에 정착해
서 살게 해 달라고 요청했고 바로는 그들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게다가 바로는 한 술 더 떠서
그들 중에 적절한 사람이 있으면 왕실의 가축들도 돌보도록 명령했다.
바로는 히브리에서 온 요셉의 가족들에게 매우 우호적이었다. 그들은 이집트 백성들과 어울릴 수 없
는 존재들이다. 만약 그들이 이집트 백성들과 어울려 살려면 그들의 직업과 종교를 버리고 이집트인
들처럼 농경 생활을 하며 그들이 믿는 신을 섬겨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그럴 수 없었다. 그들은 양을
치는 유목민으로 살아왔고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신으로 섬겼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
릴 때면 양이나 송아지를 잡았다. 이처럼 그들은 당시 이집트인들이 종교적, 도덕적으로 부정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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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여기는 것들을 하며 살아왔고, 요셉의 형제들은 그런 그들의 정체성을 당당히 바로에게 밝혔다. 나
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바로의 권세 앞에서 그들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솔직하게 말한 것이다.
도대체 그들은 뭘 믿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 그 믿음의 원천은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았다. 바
로 요셉이라는 존재 때문이다. 요셉이 있었기에 그들은 당당할 수 있었고, 요셉이 시킨 대로 바로에게
말했던 것이다.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바로는 흔쾌히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들이 기대한 것 이상으로 환대해 주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다. 믿음은 인간의 내면 안에 있는 막
연한 확신이 아니다. 그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잘못된 믿음에 빠져 있
는지 모른다. 물론 잘못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확신은 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거
기에 목숨을 걸기까지 한다. 하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어떤 확신이 아
니라 인간 밖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실체다. 그리고 그 실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 모두는 죄
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고 거룩하고 의로운 존재로 우리
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열심이나 완전함 때문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
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이나 의로움을 보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으신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보신다. 마치 요셉의 가족들이 요셉 때문에 당당
하게 바로 앞에 서서 고센 땅을 달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
떤 의미일까요? 그 믿음이 당신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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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이 바로를 축복하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47:7)
(7 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와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 ַויָּבֵ א יֹוסֵ ף אֶ ת־ ַיעֲקֹ ב אָּ ִֶ֔ביו ַו ַיע ֲִמדֵ הּו לִ פְ נֵי פ ְַר ָ֑ ֹעה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였습니다. ()וַיְ בָּ ֶרְך ַיעֲקֹ ב אֶ ת־פ ְַרעֹ 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로와 형제들의 만남이 끝나자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바로 앞에 서도록 했다. 장유유서의 도리에 따
르면 야곱을 먼저 바로에게 소개하고 그 다음으로 형제들을 소개해야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물론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아마도 요셉의 형들과는 실제적이고 분
명한 내용만 주고받으면 되기 때문에 순서를 앞에 두지 않았나 싶다. 요셉의 형제들과의 만남이 실무
적이고 관례적인 것이라면 야곱과의 만남에는 문화적이고 종교적인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야곱과 바로의 만남은 당시의 사회, 종교적 질서를 보여준다. 성경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기록
하고 있다. 축복의 원칙은 ‘내리 축복’이다. 다시 말해 연장자가 나이가 어린 사람을 축복하거나 한 부
족의 장이 부족원들을 축복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지금 야곱과 바로의 관계는 매우 복잡하다. 세
상 권력으로 보자면 야곱은 바로에게 견줄 수도 없는 그저 하찮은 존재다. 감히 야곱이 바로를 축복한
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제 아무리 바로가 총애하는 요셉의 아버지라고 해도 요셉은 일개 신하
에 불과하다. 그런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 성경에는 그 후에 바로가 야곱을 축복했다는 기록이 없는
걸로 보아 야곱이 일방적으로 바로를 축복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사례는 유래를 찾아 보기 힘들 정도로 이례적인 경우다. 예전에 아브라함도 기근으로 인해 이집
트로 들어 왔다. 당시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로 인해 이집트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당할 것을 두
려워한 나머지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이로 인해 큰 망신을 당하고 쫓겨났다. 그 아들 이삭도 비슷한 경
험이 있다. 이삭도 기근을 만나 이집트로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라고 했다.
그래서 이삭은 그랄 땅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그곳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 리
브가를 누이라고 속였다. 그 거짓말은 얼마 가지 않아 탄로가 났다.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이삭도 망
신만 당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야곱 차례다. 야곱도 기근 때문에 이집트로 오게 되었다. 물론 지금 야
곱의 위상은 그의 할아버지나 아버지에 비교할 수 없다. 그 때문에 야곱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는 달
리 이집트 사람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 그 이유는 모두 요셉 때문이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 해
도 요셉의 아버지라는 이유로 야곱이 바로를 축복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건 아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야곱이 바로를 축복했다고 말하고 있다.
성경은 이를 통해 이 땅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암묵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 땅의 실
질적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야곱과 함께 한 하나님이 이 땅의 통치
자요 주권자시며 그분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대비하게 하셨다. 그분의 계
획에 따르면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할 영원한 처소가 아니며 기근을 피해 잠시 거처할 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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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에 불과하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히브리인들에게 우호적인 힉소스 왕조를 세우셨고, 바로로 하
여금 꿈을 꾸게 하셨으며, 그 꿈의 해석을 요셉에게 보여주심으로 요셉을 총리의 자리에까지 올리신
것이다. 모든 상황이 하나님에 의해 완전히 장악돼 있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하
나님의 언약을 직접 받은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바로를 축복하고 있는 것이다. 축복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특권이다. 그리고 그런 특권이 있는 자만이 진정으로 누군가를 축복할 수 있
다. 야곱은 겉으로 보기에는 다리 절고 노쇠한 백발의 노인일 뿐이다. 게다가 이집트인들에게는 더럽
고 혐오스런 일개 히브리인에 불과하지만 그런 그가 바로를 축복했다. 야곱이 잘나서가 아니다. 그를
선택하셔서 훈련하신 하나님 때문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은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세상 지도자들로부터 살해 위협에 시달렸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때마다 위기를 피해 나갔
다. 이땅의 기득권자들이 예수님을 해코지 하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예언은 점점 더 성취되어 갔다. 결국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상호유착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았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마땅히 사형 당해야 할 존재였다. 그
런데 십자가에 못박혀서 죽어가시던 예수님은 오히려 자신을 못박은 이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용서
해 달라고 구하고 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눅 23:34).
십자가에 못 박혀 매달린 예수님이 오히려 자신을 죽이고 비웃는 이들을 축복한 내용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죄인으로 몰아 십자가에 매달고 저주를 한 사람들이 받을 벌이 어떠하겠는가? 그런데도 예수
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도록 비셨다. 더욱 더 아이러니 한 일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사형
집행을 주도했던 이방인인 로마 백부장이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했다
는 사실이다 (마 27:54 참조). 그는 자신이 죽인 그 예수님이 자신의 구원자임을 고백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심문하고 골고다까지 끌고와 십자가에 못박기까지 그 모든 상황을 지시
하고 주도한 장본인이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용서의 축복을 선포했다. 저주받고 죽어가는 한 죄인
이 정의롭게 법 집행을 하는 집행관을 축복한 셈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축복권은 누구에게서 비롯됩니까? 당신에게도 그런 축복권이 있습니까? 당신은 누구를 향해 어떤
축복 기도를 하고 있나요? 그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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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아온 해와 날들이 짧지만 험했습니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47:3~12)
(8 절) 바로가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פ ְַרעֹ ה אֶ ל־ ַיעֲקָֹ֑ ב
당신이 살아온 해와 날이 어떻게 되십니까? ()כ ָּ֕ ַָּמה יְ מֵ י ְשנֵי חַ יֶיָך
(9 절) 야곱이 바로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יעֲקֹ ב אֶ ל־פ ְַרעֶֹ֔ ה
제가 머물러 온 해와 날이 130년입니다. (ּומאַ ת שָּ נָּ ָ֑ה
ְ ֹלשים
ִ גּורי ְש
ֶ֔ ַ )יְ מֵ י ְשנֵי ְמ
제가 살아온 해와 날들이 짧지만 험했습니다. () ְמעַט וְ ָּרעִ ים הָּ יּו יְ מֵ י ְשנֵי חַ ֶַ֔יי
그러나 제 조상들이 머물러온 해와 날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גּוריהֶ ם
ֵ ) וְ ל ֹא הִ ִשיגּו אֶ ת־יְ מֵ י ְשנֵי חַ יֵי אֲבֹ ֶ֔ ַתי בִ ימֵ י ְמ
(10 절) 야곱은 바로를 축복하고 바로 앞에서 나왔습니다. ()וַיְ בָּ ֶרְך ַיעֲקֹ ב אֶ ת־פ ְַר ָ֑ ֹעה ַויֵצֵ א ִמלִ פְ נֵי פ ְַרעֹ ה
(11 절)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을 정착시키고, ()וַיֹושֵ ב יֹוסֵ ף אֶ ת־אָּ בִ יו וְ אֶ ת־אֶ חָּ יו
바로의 명령대로 이집트의 땅, 가장 좋은 땅 라암셋 땅을 그들의 소유로 주었습니다.
()וַיִ תֵ ן לָּהֶ ם ֲא ֻחזָּה בְ אֶ ֶרץ ִמצְ ַ ֶ֔ריִ ם בְ מֵ יטַ ב הָּ אָּ ֶרץ בְ אֶ ֶרץ ַרעְ ְמ ֵ ָ֑סס ַכאֲשֶ ר צִ ּוָּה פ ְַרעֹ ה
(12 절) 요셉은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제들, 그리고 아버지의 온 집에의 자녀의 수에 따라 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 וַיְ כַלְ כֵל יֹוסֵ ף אֶ ת־אָּ בִ יו וְ אֶ ת־אֶ חֶָּ֔ יו וְ אֵ ת כָּל־בֵ ית אָּ ִ ָ֑ביו לֶחֶ ם לְ פִ י הַ טָּ ף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바로를 향한 야곱의 축복이 끝났다. 야곱에게 축복을 받은 바로는 이런 질문을 했다. “당신이 살아 온
해와 날이 어떻게 되십니까?” 바로는 야곱의 나이를 물었다. 표면상으로 보면 그저 나이를 물어본 것
처럼 보인다. 하지만 사실 야곱의 나이가 뭐 그리 궁금했겠는가? 바로의 질문은 그보다 훨씬 더 함축
적이다. 바로는 단지 야곱의 나이가 궁금한 게 아니라 그 동안의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가 더 궁금했던
것이다. 야곱은 바로의 질문에 대해이렇게 대답했다.
“제가 머물러 온 해와 날이 130년입니다. 제가 살아온 해와 날들이 짧지만 험했습니다. 그러나 제 조상
들이 머물러 온 해와 날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야곱의 대답은 독자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한다. 독자들은 이 대답에서 그의 나이가 130살이고
그의 삶은 평탄하지 못했다는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그 내용을 좀 더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자신이 ‘머물러 온’ 해와 날이 130 년이고 조상들이 ‘머물러 온’ 해와 날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
는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이 땅에 왔고, 이 땅에 130년 동안 머물며 살았다. 머문다는 말은 떠남을 전제
로 하는 말이다. 특히나 유목민들에게 머무름은 기약이 없다. 목초지를 찾아 평생을 이리저리 떠돌아
다녀야 한다. 집으로부터 사흘길 나흘길을 떠나는 것은 예삿일이다. 양 떼를 몰고 길을 가다가 목초지
를 만나면 그곳에 우물을 파고 잠시 머물렀다. 이처럼 유목인들은 철저하게 외부 환경에 의존적이다.
날씨라도 나빠지거나 가뭄이라도 닥치면 또 다시 다른 목초지를 찾아 떠나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유
목인들은 딱히 고향이 없다. 자신이 머무는 곳이 삶의 터전이고 떠날 때에는 미련없이 그곳을 떠나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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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유목민의 삶을 프랑스의 철학자 들뢰즈(Gilles Deleuze)는 그의 저서 《차이와 반복》(1968)에서
‘노마디즘’이라는 말로 개념화 하였다. 노마디즘은 기존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부정하고 불모지를 옮
겨 다니며 새로운 것을 창조해 내는 일체의 방식을 의미한다. 노마디즘은 우리말로 ‘유목주의’로 번
역된다. 진정한 유목주의는 기존의 삶의 가치와 방식을 버리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자신에게 혜택과 편익을 가져다 준 땅이라 할지라도 기근이 찾아오면 가차없이 버려야 한
다. 철저한 자기 부정이다. 이러한 자기 부정이 없이는 결코 새로운 곳으로 떠나갈 수가 없다. 그런 의
미에서 노마디즘은 그 자체로 변증법적 삶을 지향한다.
야곱은 자신이 ‘머물러 온’ 삶이 짧지만 험했다고 했다. 바로 앞에 선 130살의 노인 야곱은 이미 삶을
관조할 줄 아는 나이가 되었다. 자기 삶에 대한 그의 표현은 그 자체로 촌철살인이다. 그의 인생 전체
를 굳이 들어보지 않더라도 이 말 한 마디면 충분하다. 야곱은 자신의 삶이 평탄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연수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그의 삶은 늘 익숙한 곳으로부터의 떠남의 연속이었다. 그것도 자발적 떠남이나 더 멋진 삶을 찾아 떠
나는 즐거운 여행이 아니라 늘 도망자 신세였다. 맨 처음의 떠남은 부모님으로부터의 떠남이다. 나이
칠십이 넘도록 자립하지 못하고 늘 부모님 그늘에 의존해서 살았던 그였다. 그런 그가 집을 떠날 수 밖
에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그가 어머니와 공모를 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것이다.
그로 인해 분노가 하늘을 찔렀던 형 에서를 피해 그는 부랴부랴 집을 떠나야 했다. 집을 나가고 싶어
나간 것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상황이 집을 떠날 수 밖에 없도록 한 것이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마찬가지다. 20 여 년을 머슴처럼 지내다가 어느 날 그는 야반 도주를 결심했다. 술책을 부려 외삼촌
라반의 짐승들을 사실상 가로챘기 때문이다. 그 길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 온 야곱은 세겜 땅에 머물렀
다. 그곳에 오래 정착하려고 돈까지 주고 그 땅을 샀건만 야곱에겐 일장춘몽일 뿐이었다. 딸 디나가 강
간을 당하고 그 일로 오빠들이 그곳 사람들을 도륙했다. 야곱은 하는 수 없이 그곳을 도망쳐 나오다시
피 했고 아버지 이삭이 있던 헤브론으로 오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근이다. 기근은 그로 하여금
가족 모두를 데리고 헤브론을 떠나 이집트로 오도록 했다. 그의 인생의 중요한 고비마다 떠남이 반복
되었다. 게다가 새로운 곳에서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도 않았다. 시련 때문에 정든 곳을 떠나면 또 다
른 시련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참으로 험난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찬란한 인생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한다. 아픈 사람은 병이 낫고, 가난한 사
람은 부하게 되며, 낮은 자는 높아지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고 기
대하는 대로 현실이 바뀌는 것이 아니다. 어쩌면 그와는 반대로 더 험하고 힘든 일을 만나게 될 지도
모른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이 떠나라면 떠나고 머물라면 머무는 삶이다. 진정한 노
마디즘이 시작되는 것이다. 130년간 험난한 삶을 살면서 야곱이 깨달은 것은 인생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사실 아니었을까?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렇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사로 잡힌
삶이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조금씩 깨달아 간다. 그것이 신앙 생활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의 지나온 삶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어떻게 달라졌나요? 당신은 크리스
천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나요? 그리고 실제 삶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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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이 이집트의 모든 소유를 바로의 것으로 만들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47:13~21
)וְ לֶחֶ ם אֵ ין בְ כָּל־הָּ ֶ֔ ָּא ֶרץ( (13 절) 모든 땅에 식량이 없었습니다.
)כִ י־כָּבֵ ד הָּ ָּרעָּב ְמאָֹ֑ ד( 왜냐하면 기근이 매우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은 기근 때문에 쇠약해졌습니다.
)וַתֵ לַּה אֶ ֶרץ ִמצְ ַריִ ם וְ אֶ ֶרץ כְ ֶַ֔נעַן ִמפְ נֵי הָּ ָּרעָּב(
(14 절) 요셉은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모았습니다.
ץ־מצְ ַריִ ם ּובְ אֶ ֶרץ כְ ֶַ֔נעַן(
) וַיְ לַקֵ ט יֹוסֵ ף אֶ ת־כָּל־הַ כֶסֶ ף הַ נִ ְמצָּ א בְ אֶ ֶר ִ
)בַ שֶ בֶ ר אֲשֶ ר־הֵ ם שֹ בְ ִ ָ֑רים( 그들이 사 가는 곡식으로 인하여,
) ַויָּבֵ א יֹוסֵ ף אֶ ת־הַ כֶסֶ ף בֵ יתָּ ה פ ְַרעֹ ה( 요셉은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왔습니다.
(15 절) 이집트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다 떨어졌을 때 모든 이집트 사람이 요셉에게 와서 말했습니
ָּל־מצְ ַריִ ם אֶ ל־יֹוסֵ ף לֵאמֹ ר( 다.
)וַיִ תֹ ם הַ כֶסֶ ף מֵ אֶ ֶרץ ִמצְ ַריִ ם ּומֵ אֶ ֶרץ כְ ַנעַן ַויָּבֹ אּו כ ִ
)הָּ בָּ ה־לָּנּו ֶֶ֔לחֶ ם(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시오.
)וְ לָּמָּ ה נָּמּות נֶגְ ֶ ָ֑דָך( ?왜 우리가 주 앞에서 죽어야 합니까
)כִ י אָּ פֵס כָּסֶ ף( 돈이 떨어졌다고 해서,
) ַוי ֹאמֶ ר יֹוסֵ ף( (16 절) 요셉이 말했습니다.
)הָּ בּו ִמקְ נֵי ֶֶ֔כם( 너희 가축을 내라.
)וְ אֶ ְתנָּה ָּלכֶם בְ ִמקְ נֵיכֶ ָ֑ם( 내가 (너희의 먹을 것을) 너희 가축과 바꿔 줄 것이다.
) ִאם־אָּ פֵס כָּסֶ ף( 만약 돈이 떨어졌다면,
ת־מקְ נֵיהֶ ם אֶ ל־יֹוסֵ ף( (17 절) 그들은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가져왔고
) ַויָּבִ יאּו אֶ ִ
요셉은 그들의 식량을 말과 소 떼와 양 떼와 당나귀와 바꿔 주었습니다.
ּסּוסים ּובְ ִמקְ נֵה הַ צ ֹאן ּובְ ִמקְ נֵה הַ בָּ קָּ ר ּובַ חֲמֹ ִ ָ֑רים(
)וַיִ תֵ ן לָּהֶ ם יֹוסֵ ף לֶחֶ ם בַ ִ
그는 식량을 그들의 모든 가축과 바꾸며 그 해 동안 공급했습니다.
ָּל־מקְ נֵהֶֶ֔ ם בַ שָּ נָּה הַ הִ וא(
)וַיְ ַנ ֲהלֵם בַ לֶחֶ ם בְ כ ִ
(18절) 그 해가 다 지나고 다음 해가 되었을 때, 그들이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했습니다.
ֹאמרּו לֹו(
) ו ִַתתֹ ם הַ שָּ נָּה הַ הִ וא ַויָּבֹ אּו אֵ לָּיו בַ שָּ נָּה הַ שֵ נִ ית ַוי ְ
)ל ֹא־נְ כַחֵ ד מֵ אֲדֹ ֶ֔ ִני( 우리가 주 앞에서 숨기지 않겠습니다.
우리 돈은 다 떨어졌고, 가축 떼는 다 우리 주의 것입니다.
ּומקְ נֵה הַ בְ הֵ מָּ ה אֶ ל־אֲדֹ ִנָ֑י(
)כִ י ִאם־תַ ם הַ ֶֶ֔כסֶ ף ִ
우리 몸과 우리 땅을 제외하고는 우리 주 앞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 ל ֹא נִ ְשאַ ר לִ פְ נֵי אֲדֹ ֶ֔ ִני בִ לְ ִתי ִאם־גְ וִ יָּתֵ נּו וְ אַ ְדמָּ תֵ נּו(
)(19 절
?왜 우리와 우리 땅 모두 주 앞에서 죽어야 합니까
)לָּמָּ ה נָּמּות לְ עֵינֶיָך גַם־ ֲאנַחְ נּו גַם אַ ְדמָּ ֶ֔ ֵתנּו(
) קְ נֵה־אֹ תָּ נּו וְ אֶ ת־אַ ְדמָּ תֵ נּו בַ לָּ ָ֑חֶ ם( 먹을 것을 위해 우리와 우리 땅을 구입하십시오.
) וְ נִ הְ יֶה ֲאנַחְ נּו וְ אַ ְדמָּ תֵ נּו עֲבָּ ִדים לְ פ ְַרעֶֹ֔ ה( 우리와 우리 땅은 바로의 종이 될 것입니다.
)וְ תֶ ן־ז ֶַרע( 씨앗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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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וְ נִ חְ יֶה וְ ל ֹא נ ֶָּ֔מּות
그 땅도 황폐하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וְ הָּ אֲדָּ מָּ ה ל ֹא תֵ שָּ ם
(20 절) 그래서 요셉은 이집트의 모든 땅을 바로의 소유가 되도록 샀습니다.
()וַיִ קֶ ן יֹוסֵ ף אֶ ת־כָּל־אַ ְדמַ ת ִמצְ ַריִ ם לְ פ ְַרעֶֹ֔ ה
왜냐하면 기근이 심각하여 이집트 사람들이 각각 그들의 땅을 팔았기 때문입니다.
(עלֵהֶ ם הָּ ָּרעָּ ָ֑ב
ֲ )כִ י־מָּ כְ רּו ִמצְ ַריִ ם ִאיש שָּ ֶ֔ ֵדהּו כִ י־חָּ זַק
그 땅은 바로의 것이 되었습니다. ()ו ְַתהִ י הָּ אָּ ֶרץ לְ פ ְַרעֹ ה
(21 절) 요셉은 그 사람들을 도시들로 옮겼습니다. ()וְ אֶ ת־הָּ ֶָּ֔עם הֶ עֱבִ יר אֹ תֹו ֶלע ִ ָָּ֑רים
이집트 이쪽 경계부터 다른 쪽 경계까지의 (사람들을) (בּול־מצְ ַריִ ם וְ עַד־קָּ צֵ הּו
ִ
ְ) ִמקְ צֵ ה ג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성경은 야곱과 그의 가족 이야기를 잠시 접어두고 뒷전으로 밀어 두었던 기근 문제를 다시 언급하기
시작한다. 가뭄이 시작된지 이제 겨우 2 년이 지났을 뿐인데 이집트는 물론 근동 지방 전체가 가뭄으
로 심각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다. 오직 가뭄에 미리 대비한 이집트에만 식량이 넘쳐났다. 이 기근으
로 인해 사람들은 더 이상 먹을 식량을 구할 수가 없었다. 가뭄은 땅의 생산력을 현저하게 떨어뜨렸
고 사람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도 없게 되었다.
식량이 필요한 사람들은 지금까지 모아 두었던 돈이란 돈은 다 긁어모아 이집트로 와서 식량을 사 갔
다. 요셉이 식량을 비싼 값에 팔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어지간한 사람들은 이내 빈털터리가 되었다. 그
래도 어쩌겠는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어떻게든 살아 남아야 한다. 돈이 바닥난 사람들은 빈손으
로 요셉에게 와서 애원했다. 요셉은 무상으로는 절대로 식량을 배포할 수 없으니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가축이라도 내어 놓으라고 요구했다. 이집트 외에는 달리 식량을 구할 방법이 없게 되자 그들은 하는
수 없이 요셉의 말대로 따를 수 밖에 없었다. 그들은 가축을 식량과 바꾸었다. 그렇게 또 한 해를 넘겼
다. 하지만 가뭄은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상황은 점점 더 심해져만 갔다. 그들은 이제 돈
도 가축도 모두 잃은 처지가 되었다. 그들은 또 다시 요셉에게 와서 마지막으로 그들이 소유한 땅을 줄
테니 식량을 내어 달라고 요구했다. 요셉은 그들의 말대로 땅을 받고 식량을 내어주었다.
요셉은 식량을 팔아 모은 돈, 가축, 땅을 모조리 바로의 것으로 만들었다. 가뭄이 계속되는 동안 백성
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졌고 반대로 바로의 권력은 점점 더 강해졌다. 게다가 삶의 터전을 잃은 수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거처를 옮겼다. 이 모든 일이 요셉의 면밀한 주도 하에 일어난 일이다.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문득 이런 의문이 들게된다. 요셉은 과연 어떤 자인가? 그가 취한 행동은 이타적인 행위가
아니라 지극히 이기적이고 비윤리적으로 보인다. 물론 기원전 18세기~17세기 경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을 오늘날의 윤리적 잣대로 판단하여 공과를 논한다는 것이 적절치는 않다. 게다가 필자는 오늘날
의 도덕적 잣대로 당시 요셉의 행동이 온당한 것이었는지 논할 생각조차 전혀 없다. 하지만 지금의 이
기록이 앞에서 나온 자기 가족들에 관한 기록과는 너무도 판이하다는 점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다. 알다시피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이집트에서 가장 비옥한 지역의 하나였던 고센지방을 삶의 터전
으로 준비해 둔 요셉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는 너무도 차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요셉은 야곱과
그가 이끌고 온 가족들을 고센 지방에 머물도록 함으로써 그들은 가뭄 속에서도 특별한 보호를 받으
며 잘 살아갈 수 있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식량을 담보로 돈이나 가축을 내 놓으라고 요구하지도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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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게다가 땅을 내놓으라기는커녕 도리어 이집트에서 가장 좋은 땅을 그들에게 주어 안전하게 거주
하도록 배려했다. 형평성만 놓고 본다면 너무도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처사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공의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잣대가 공평하게 적용될 때 비로소 그 가
치를 인정받는다. 사람마다 적용하는 잣대가 다르고 편파적이라면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인
간들에게 결코 의로움을 요구할 수 없다. 그런데 당시 이집트 땅에서 벌어진 일은 누가 보아도 불공평
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일방적으로 혜택을 베풀었고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는 가혹하리만큼 엄
격했다. 왜 그랬을까? 만약 요셉이 한 일이 하나님이 하신 거라면 분명 어떤 이유가 있지 않겠는가?
이 의문에 대한 답을 들으면 아마도 의외라 생각할 지도 모르겠다.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은 결코 공
평하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들만 유난히 사랑하신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사
랑하신다.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까지도 끝까지 찾아내시는 분이시니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구원받지 못하고 낙오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다. 예
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지만 좁은 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셨다.
그 문으로 가는 길이 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길이 너무 좁아 하나님이 보여주시지 않으면 찾기가 어
렵다는 뜻이다. 인간이 아무리 애를 써도 발견되지 않는 길이 바로 그 길이다. 하나님께서 누구든 구
원코자 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따
라서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의 진리를 발견
하게 하셨다는 뜻이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거나 중단시킬 수 없다. 결국 구원받은 사
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드러내 놓고 자기 백성을 편애하신다는 증거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들으려고 노력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머리가 좋아서 스스로 깨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이해시켜 주셔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일찌기 아모스 선
지자를 통해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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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쪽
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 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하여 쓰러지리라” (암 8:11~13).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는가? 십자가의 의미와 부활의 의미를 진정으로 체
험했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편애를 받고 있는 자다. 지금 요셉이 하고 있
는 이 일로 인해 이집트는 고대 근동에서 가장 강력한 왕권을 가진 중앙 집권적 국가로 급속하게 성장
하게 된다. 반대로 백성들은 바로의 종이나 노예로 전락하게 된다. 이 모든 일을 요셉이 주도하고 있
다. 그리고 결국 지금 요셉이 주도하고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정책은 결국 이스라엘에게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로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이 구속해 냄으
로써 진정한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생생하게 가르쳐 주신다. 요셉은 그 일에 쓰임받은 인물이다. 그러
니 어찌 요셉을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할 수 있겠는가?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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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매각 대상에서 제외된 제사장들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47:22~26)
(22 절) 그는 제사장들의 땅만은 사지 않았습니다. () ַרק אַ ְדמַ ת הַ כֹ הֲנִ ים ל ֹא קָּ נָּ ָ֑ה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로부터 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כִ י חֹ ק לַכֹ הֲנִ ים מֵ אֵ ת פ ְַרעֹ ה
그들은 바로가 그들에게 준 녹을 먹었습니다. () וְ אָּ כְ לּו אֶ ת־חֻקָּ ם אֲשֶ ר נָּתַ ן לָּהֶ ם פ ְַרעֶֹ֔ ה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의 땅을 팔지 않았습니다. ()עַל־ ֵָּ֕כן ל ֹא מָּ כְ רּו אֶ ת־אַ ְדמָּ תָּ ם
(23 절) 요셉이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יֹוסֵ ף אֶ ל־הָּ ֶָּ֔עם
보라. 오늘날 내가 바로를 위해 너희와 너희 땅을 샀다.
(יתי אֶ ְתכֶם הַ יֹום וְ אֶ ת־אַ ְדמַ ְתכֶם לְ פ ְַר ָ֑ ֹעה
ִ ִ)הֵ ן קָּ נ
여기 너희를 위한 씨앗이 있다. ()הֵ א־ ָּלכֶם ֶֶ֔ז ַרע
너희는 그 땅에 (씨앗을) 뿌려라. ()ּוז ְַרעְ תֶ ם אֶ ת־הָּ אֲדָּ מָּ ה
(24 절)
그리고 추수 때 5분의 1을 바로에게 바쳐야 한다.
(ישית לְ פ ְַר ָ֑ ֹעה
ִ )וְ הָּ יָּה בַ ְתבּואֶֹ֔ ת ּונְ תַ תֶ ם ח ֲִמ
5분의 4 는 너희 것이 될 것이다. ()וְ אַ ְרבַ ע הַ יָּדֹ ת יִ הְ יֶה ָּלכֶם
그 땅에 뿌릴 씨앗으로 쓰기 위해, ()לְ ז ֶַרע הַ שָּ דֶ ה
너희와 너희 가족의 식량으로 먹기 위해, ()ּולְ אָּ כְ לְ כֶם וְ ַלאֲשֶ ר בְ בָּ תֵ יכֶם
그리고 너희 자녀들이 먹기 위해, ()וְ ֶלאֱכֹ ל לְ טַ פְ כֶם
(25 절) 그들이 말했습니다. (ֹאמרּו
ְ ) ַוי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הֶ חֱיִ ָּ ָ֑תנּו
우리가 내 주의 은혜를 입기 원합니다. ()נִ ְמצָּ א־חֵ ן בְ עֵינֵי אֲדֹ ֶ֔ ִני
우리가 바로의 종이 되겠습니다. ()וְ הָּ יִ ינּו עֲבָּ ִדים לְ פ ְַרעֹ ה
(26 절) 요셉은 이렇게 바로에게 5분의 1을 바쳐야 하는 이집트 토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유효함.) () ַויָּשֶ ם אֹ תָּ ּה יֹוסֵ ף לְ חֹ ק עַד־הַ יֹום הַ זֶה עַל־אַ ְדמַ ת ִמצְ ַריִ ם לְ פ ְַרעֹ ה לַחָֹ֑ מֶ ש
제사장들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 ַרק אַ ְדמַ ת הַ כֹ הֲנִ ים לְ בַ ֶ֔ ָּדם ל ֹא הָּ יְ תָּ ה לְ פ ְַרעֹ 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모든 백성들의 땅이 바로에게 넘어갔다. 일반 백성 중 자신의 땅을 넘기지 않은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
다.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한 그룹, 제사장들만은 그들이 소유한 땅을 넘기지 않아도 되었다고 적고 있
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로로부터 녹을 받아 생활하는 특별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기근이 왔을 때에
도 바로로부터 지급 받은 식량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래서 굳이 땅을 팔 필요가 없었다. 결과적으
로 이런 극심한 가뭄 속에서도 제사장 그룹만큼은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었다.
여기서 또 다시 의문이 생긴다. 알다시피 이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아니다. 태양
신을 섬기며, 바로가 섬기는 여러 신들에게 제사드리는 사람들이다. 당연히 우상 숭배를 금하시는 하
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들 제사장 그룹부터 와해시켜야 하는 게 당연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점점 더 배를 불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백성들에게 돌아갔다. 이 과정에서 최대의 수혜자는 바로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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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다음은 이집트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이었다. 물론 또 다른 수혜자 그룹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다. 바로나 제사장들이 제도적으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라면 야곱과 그의 가족은 순전히 요셉 덕분
에 값없이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가뭄으로 인해 신음하고 가진 재산을 모두 바로
에게 넘기고 자기 스스로 종이 되는 동안 야곱과 그의 가족은 가나안 땅에서 살 때보다 더 안정적인 삶
을 살 수 있었다. 성경은 굳이 제사장 그룹이 땅을 빼앗기지 않고 그대로 유지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사장 그룹은 바로로부터 일정한 식량을 배급받은 것은 물론 나중에 자신들의 땅에서 나온 소산으
로 먹고 살게 된다.
오늘의 본문은 요셉이 ‘제사장의 땅만은 사지 않았다’ (22절 상)는 말로 시작해서 ‘제사장들의 땅만은
바로의 것이 되지 않았다’(26 절 하)라고 끝난다. 문학적으로 수미쌍관법을 사용해서 기록했다. 그만
큼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말이다. 성경 저자는 왜 이집트 제사장들이 자신들의 땅을 내놓지 않아도 되
었다는 사실을 굳이 강조하고 있을까?
창세기의 저자는 모세로 알려져 있다. 모세가 광야에 머물고 있는 백성들에게 설파한 모세오경의 첫
번째 책이 창세기다. 알다시피 모세는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게 될 레위 지파에 속했다. 레위 지파는 대
대 손손 제사장 직분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담당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깃으로 나누어 주지 않았다. 대신 나머지 지파 (요셉의 자손이 두 지파를 차지했기 때문에 모
두 열두 지파다)들의 땅에 흩어져 살았다. 물론 그들은 각 지파로부터 거처할 성읍은 받았지만 생산의
원천인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다. 그 이유가 여호수아서 13장 33절에 기록돼 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
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수 18:7).
레위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게 되고 그 대신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었다. 그들은 오로지 백성
들이 드리는 제사, 그들이 바치는 헌물들에 의지해서 살아야 했다. 만약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
어져 희생 제사가 없고 성전에 바치는 헌물이 없으면 레위 지파는 먹고 살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
에 레위 지파의 생명줄은 하나님께 대한 백성들의 헌신과 직결되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이집트의 제
사장들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대비된다. 이집트의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배급을 받았고 이스라
엘의 제사장들은 백성들의 헌물로 삶을 영위했다. 이집트의 제사장들은 각자 토지를 소유했다. 그렇
기 때문에 만에 하나 배급이 끊긴다 해도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제사
장들은 그렇지 못했다. 모세는 그 스스로가 제사장이다. 하지만 그는 레위 지파만큼은 철저하게 하나
님만 의지해서 살도록 했다. 그들의 기업은 이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택한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라했다. 제사장…그들은
이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유일한 기업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세상의 것을 유업으로 받기를 원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택하
신 백성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이집트의 제사장들과 다름없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삶의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나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이 땅의 부와 권력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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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의 유언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47:27~31)
(27 절) 이스라엘이 이집트 땅,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 ַויֵשֶ ב יִ ְש ָּראֵ ל בְ אֶ ֶרץ ִמצְ ַריִ ם בְ אֶ ֶרץ ָ֑ ֹגשֶ ן
그들은 그곳에서 재산을 얻고 번성하여 자손이 많아졌습니다. () ַויֵאָּ חֲזּו ֶ֔ ָּבּה וַיִ פְ רּו וַיִ ְרבּו ְמאֹ ד
(28 절) 야곱이 이집트 땅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ש ֵרה שָּ נָּ ָ֑ה
ְ )וַיְ חִ י ַיעֲקֹ ב בְ אֶ ֶרץ ִמצְ ַ ֶ֔ריִ ם ְשבַ ע ע
야곱의 살아온 나이가 147세였습니다. (ּומאַ ת שָּ נָּה
ְ ) וַיְ הִ י יְ מֵ י־ ַיעֲקֹ ב ְשנֵי חַ ֶָּ֔ייו שֶ בַ ע שָּ ֶ֔ ִנים וְ אַ ְרבָּ עִ ים
(29절)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워 올 때, 그는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말했습니다.
()וַיִ קְ ְרבּו יְ מֵ י־יִ ְש ָּראֵ ל לָּמּות וַיִ קְ ָּרא לִ בְ נֹו לְ יֹוסֵ ף ַוי ֹאמֶ ר לֹו
만약 내가 지금 네게 은혜를 입는다면, (אתי חֵ ן בְ עֵי ֶֶ֔ניָך
ִ ָּ) ִאם־נָּא מָּ צ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 ִשים־נָּא י ְָּדָך תַ חַ ת יְ ֵר ִ ָ֑כי
나에게 인애와 성실함으로 행하라. (ֱמת
ֶ ֶ֔ )וְ ע ִָּשיתָּ עִ מָּ ִדי חֶ סֶ ד ֶוא
나를 이집트 땅에 장사하지 말고 ()אַ ל־נָּא ִתקְ בְ ֵרנִ י בְ ִמצְ ָּריִם
(30 절)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도록 하라. ()וְ שָּ כַבְ ִתי עִ ם־אֲבֹ ֶ֔ ַתי
나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가서 ()ּונְ שָּ אתַ נִ י ִמ ִמצְ ַ ֶ֔ריִם
그들이 묻힌 곳에 나를 묻어라. ()ּוקְ בַ ְרתַ נִ י בִ קְ ב ָֻּר ָּ ָ֑תם
요셉이 말했습니다. (ֹאמר
ַ ָּ֕ ) ַוי
제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אָּ נֹ כִ י אֶ עֱשֶ ה כִ ְדבָּ ֶרָך
(31 절) 그리고 야곱이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나에게 맹세하라. ()הִ שָּ בְ עָּה לִֶ֔ י
요셉이 야곱에게 맹세하였습니다. ()וַיִ שָּ בַ ע לָ֑ ֹו
이스라엘은 침상 머리에서 경배하였습니다. ()וַיִ ְשתַ חּו יִ ְש ָּראֵ ל עַל־ר ֹאש הַ ִמטָּ ה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 고센에 정착했다. 야곱이 이집트에서 산 햇수는 17년이다. 야곱이 어린 아들 요
셉과 함께 한 시간이 17년이었는데 그의 생애 마지막 17년을 다시 요셉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 흥미롭
다. 성경에는 우연으로 치부하고 지나치기에는 너무도 절묘한 문학적 장치들이 많다. 야곱은 레아보
다 라헬을 사랑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그 힘든 머슴살이를 시작한 것도 모두 라헬 때문이다. 비록
레아가 첫 아내가 되긴 했지만 야곱의 마음 속에는 라헬만이 유일하게 사랑하는 아내였다. 그렇기에
야곱에게 요셉은 장자나 다름 없었다. 야곱 자신도 차남이면서도 장자권을 얻었고, 장자의 자격으로
아버지의 축복도 받아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어진 약속의 자녀 반열에 들게 된
자다. 그런 야곱에게는 요셉이 장자였고, 요셉만이 자신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였다. 요셉이 잘나서가
아니다. 그가 이집트 총리가 되서 그런 것도 아니다. 그저 야곱이 요셉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이다.
야곱이 이집트로 온 시기는 기근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이다. 야곱의 가족과 일부 제사장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바로의 종이 되기를 자처했다. 그들의 삶은 그 어
느 때보다 팍팍했고 고통스러웠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렇지 않았다. 그들이 정착한 고센 땅
15

은 기근의 환란으로부터 비켜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재산을 불려갔고, 번성해 갔다. 마치 하나님
이 아담과 노아에게 내리신 축복처럼 그들은 생육하고 번성하며 고센 땅을 충만하게 채워갔다.
어느덧 이스라엘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살 날이 얼마남지 않았음을 깨달았다.
그는 그의 아들을 불렀다. 르우벤을 부른 것도 아니고, 시므온이나 레위, 심지어 유다도 부르지 않았
다. 그가 부른 아들은 그가 장자로 생각하는 요셉뿐이었다. 야곱은 아들 요셉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약 내가 지금 네게 은혜를 입는다면,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나에게 인애와 성실함으로 행
하라. 나를 이집트 땅에 장사하지 말고, 내가 내 조상들과 함께 눕도록 하라. 나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가서, 그들이 묻힌 곳에 나를 묻어라.” (창 47:29~30).
이 말은 사실상 유언인 셈이다. 그는 ‘만약 내가 지금 네게 은혜를 입는다면’이라는 말로 시작한다. 마
치 아버지인 야곱이 아들인 요셉에게 은혜를 구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해석은 은혜
라는 단어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한 것이다. 은혜로 번역된 히브리 단어는 ‘헨’ ()חֵ ן이다. 이단어는 기쁨,
만족이라는 의미도 있다. 야곱은 요셉에게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기꺼이 기쁨으로
자신의 청을 들어 줄 것을 믿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야곱은 요셉에게 자기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으
라고 했다. 당시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는 행위는 반드시 그 말대로 이행하겠다는 맹세와 충성을 의미
한다. 아브라함도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기 위해 종을 메소포타미아로 보낼 때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게 했다.
예나 지금이나 유언은 대단히 중요하다. 한 인간이 이 세상을 떠나면서 남기는 마지막 말이기 때문이
다. 야곱의 유언도 예외는 아니다. 야곱은 자신을 이집트에 묻지 말고 자신의 조상들과 함께 눕게 해
달라고 했다. 어머니가 묻혔고, 할아버지가 묻혔으며, 아버지가 묻힌 그곳 헤브론 땅 막벨라 굴에 자
신을 묻어달라는 것이 유언의 전부다. 그것이 아들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행할 수 있는 인애 (헤세
드, )חֶ סֶ ד와 성실 (에메트, ֱמת
ֶ ֶ֔ )א이다. 야곱은 아브라함, 이삭이 묻힌 그 막벨라 굴에 묻히는 것을 약속의
자녀가 가야 할 마지막 길로 생각했다. 그렇기에 요셉에게 그 약속을 지킬 것을 맹세하라고 했다.
야곱은 전 생애를 통틀어 고센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어머니 치마폭에 싸여 살던 어
린 시절에는 형 에서와 무한 경쟁을 해왔다. 형으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아오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
채는 것이 일생일대의 사명이었다. 그리만 된다면 여한이 없으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그
때부터 고난의 길로 들어선다. 외삼촌 라반 밑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은 그는 가나안에 돌아와서도 연
속된 시련으로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 요셉의 초청으로 이집트로 와서야 비로소 평탄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고센 땅에 뼈를 묻을 수는 없었다. 그에게 남은 소원은 할
아버지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헤브론에 묻히는 것이었다.
야곱의 유언을 들은 요셉은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했다. 요셉의 맹세를 들은 이스라엘은 그의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를 했다. 그것은 감사의 경배였다. 돌아가야 할 곳으로 돌아갈 수 있다
는 것은 즐거움이요 평안이요 은혜다. 야곱은 비로소 평안히 눈을 감을 수 있게 되었다.
야곱은 그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았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먼저 나오려고 형과 싸우다가 마침
내는 형의 뒷꿈치를 잡고 나왔다. 그의 삶은 온통 자신에게 맞추어져 있었다. 모든 우주가 자신을 중
심으로 돌아가야 직성이 풀렸다. 자신이 목표로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쟁취해냈다. 14년을 머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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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하면서도 사랑하는 라헬을 끝내 얻어냈다. 밧단아람을 떠나 가나안으로 돌아 올 때에는 얍복강
가에서 하나님이 보낸 천사와 밤새 씨름을 해서 기어코 축복을 받아냈다. 그가 야곱이다.
야곱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한다. 교회에서 예베를 드릴 때
면 누구보다 경건한 사람 같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영락없는 야곱의 모습을 보일 때도 많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은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
는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그렇다. 그런 치열한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하루라
도 더 안식을 누리고 살 수는 없는 것일까?

묵상을 위한 질문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가나안으로 돌아가기를 원했듯 당신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왜 그 소망을 놓지 않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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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을 입양하다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48:1~7)
(1 절) 이 일이 있은 후에 “네 아버지가 편찮으시다” 라는 말이 요셉에게 들렸습니다.
(יֹוסף הִ נֵה אָּ בִ יָך חֹ לֶ ָ֑ה
ֵ ֶ֔ ְ) וַיְ הִ י אַ ח ֲֵרי הַ ְדבָּ ִרים הָּ ֶ֔ ֵאלֶה ַוי ֹאמֶ ר ל
그는 그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려갔습니다.
(ת־מנַשֶ ה וְ אֶ ת־אֶ פְ ָּריִ ם
ְ ֶת־שנֵי בָּ נָּיו עִ ֶ֔מֹו א
ְ ֶ)וַיִ קַ ח א
(2 절) 야곱에게 “당신의 아들 요셉이 당신에게 왔습니다” 라는 말이 들렸습니다.
() ַו ַיגֵד לְ ַיעֲקֶֹ֔ ב ַו ָּ֕י ֹאמֶ ר הִ נֵה בִ נְ ָך יֹוסֵ ף בָּ א אֵ לֶ ָ֑יָך
그래서 이스라엘은 힘을 내어 그의 침상에 앉았습니다. ()וַיִ ְתחַ זֵק יִ ְש ָּר ֶ֔ ֵאל ַויֵשֶ ב עַל־הַ ִמטָּ ה
(3 절) 야곱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ל־יֹוסף
ֵ ֶ֔
ֶ) ַוי ֹאמֶ ר ַיעֲקֹ ב 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서 내게 복을 주시며,
()אֵ ל שַ דַ י נִ ְראָּ ה־אֵ לַי בְ לּוז בְ אֶ ֶרץ כְ נָּ ָ֑עַן וַיְ בָּ ֶרְך אֹ ִתי
(4 절)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 ַוי ֹאמֶ ר אֵ לַי
보라. 네가 번성하고 그 수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יתָך
ִ ֶ֔ ִ)הִ נְ נִ י מַ פְ ְרָך וְ הִ ְרב
내가 너로 여러 족속이 되게 할 것이다. ()ּונְתַ ִתיָך לִ קְ הַ ל ע ִ ַָ֑מים
내가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줄 것이다.
() וְ נָּתַ ִתי אֶ ת־הָּ אָּ ֶרץ הַ ז ֹאת לְ ז ְַרעֲָך אַ ח ֲֶריָך ֲא ֻחזַת עֹולָּם
(5 절)
이제 내가 이집트에 있는 네게 오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네가 낳은 두 아들은 내 아들
이다. (י־הָ֑ם
ֵ ִ) וְ עַתָּ ה ְשנֵי־בָּ נֶיָך הַ נֹול ִָּדים לְ ָך בְ אֶ ֶרץ ִמצְ ַריִ ם עַד־בֹ ִאי אֵ לֶיָך ִמצְ ַריְ מָּ ה 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ומנַשֶֶ֔ ה כִ ְראּובֵ ן וְ ִש ְמעֹון יִ הְ יּו־לִ י
ְ )אֶ פְ ַריִ ם
(6 절)
그들 이후에 네가 낳은 아이들은 네 아들이 될 것이다.
() ּומֹול ְַד ְתָך אֲשֶ ר־הֹול ְַדתָּ אַ ח ֲֵריהֶ ם לְ ָך יִ הְ יָ֑ ּו
그 아이들은 그들 형들의 이름으로 유산을 받을 것이다.
()עַל שֵ ם אֲחֵ יהֶ ם יִ קָּ ְראּו בְ ַנ ֲחלָּתָּ ם
(7 절)
그리고 내가 밧단에서 왔을 때, 라헬은 나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오는 도중에 죽었다.
() ַואֲנִ י בְ בֹ ִאי ִמפַדָּ ן מֵ תָּ ה ָּעלַי ָּרחֵ ל בְ אֶ ֶרץ כְ ַנעַן בַ ֶ֔ ֶד ֶרְך
에브랏에 도착하기 얼마남지 않은 거리에서, ()בְ עֹוד כִ בְ ַרת־אֶ ֶרץ ָּלב ֹא אֶ פְ ָּ ָ֑רתָּ ה
그래서 나는 그 곳에서 그녀를 에브랏으로 가는 길 곁에 묻었다 (그곳은 베들레헴이
다). () וָּאֶ קְ בְ ֶרהָּ שָּ ם בְ דֶ ֶרְך אֶ פְ ָּ ֶ֔רת הִ וא בֵ ית לָּחֶ 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야곱이 요셉에게 그런 유언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야곱의 몸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요셉에게 전해
졌다. 이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자 하루가 다르게 야곱의 몸은 쇠약해지고 있었다. 요셉은 급히 자
신이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아갔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내 아
스낫에게서 낳은 아들들이다. 아스낫과 그녀의 아버지 즉, 요셉의 장인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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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적이 있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 번 부연 설명 하고자 한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어머니 아
스낫은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이다. ‘온’ ()אֹון은 태양을 의미한다. ‘보디베라’(פֹוטי פ ֶַרע
ִ )는 그 자
체로 태양신의 제사장이라는 의미다. 추측이긴 하지만 ‘보디베라’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제사장 직분
을 일컫는 일종의 직업명으로 볼 수 있다. ‘아스낫’ ()אָּ ְס ֶַ֔נת는 당시 이집트 여신 니스 (Neith)에 속한 사
람이라는 의미다. ‘니스’는 고대 이집트에서 섬기던 전쟁의 여신이다. 요셉의 두 아들은 태양신을 섬
기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났다. 그런 의미에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집트인이다. 그런 그들을 야곱
이 양자로 삼아 당당하게 약속의 자녀로 편입시키고 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을 열두 지파라고 이해한다. 일견 맞는 이야기이다. 야곱이 모두 열 두 명의 아
들을 낳았으니 말이다. 그런데 정작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 지파는 없다. 대신 그의 아들들이 아
버지를 대신해서 두 지파를 차지했다. 출애굽 이후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여호수아는 열두 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분배했다. 그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각각 별개의 지파로 분배에 참여했다. 가나안 땅과
가나안 동쪽 땅은 열 두 지파에게 골고루 나뉘어졌고, 마지막 남은 레위 지파는 열두 지파에 골고루 흩
어져 살았다. 다시 말해 요셉에게 두 배의 몫이 돌아간 셈이다.
야곱은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을 전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이을 자손은 바로 요셉의 두
아들이 될 거라 선언했다. 야곱은 요셉과 사전에 어떠한 논의도 하지 않았다. 야곱은 일방적으로 손자
들을 양자로 삼았다. 야곱이 요셉에게 한 말을 들어보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루스에서 내게 나타나서 내게 복을 주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셨다.
‘보라. 네가 번성하고, 그 수가 많아지게 될 것이다. 내가 너로 여러 족속이 되게 할 것이다. 내가 이 땅
을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줄 것이다.’ 이제 내가 이집트에 있는 네게 오기 전에 이집트 땅에서 네
가 낳은 두 아들은 내 아들이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아들이 될 것이다. 그
들 이후에 네가 낳은 아이들은 네 아들이 될 것이다. 그 아이들은 그들 형들의 이름으로 유산을 받을
것이다.’ (창 48:3~6).
가나안 땅 루스는 벧엘이다 (수 18:13 참조). 야곱이 형 에서의 살해 위협을 피해 도망하다 돌베개를 베
고 누웠던 그곳이다. 야곱은 그곳에서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언약을 받았다. 그는 벧
엘에서의 그 약속을 요셉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야곱이 이를 회상하며 하는 말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
약을 직접 받은 언약의 계승자임을 선포하고 상기시키는 기능을 한다. 그렇기에 야곱의 선포는 그 자
체로 권위를 갖는다.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언약을 요셉에게 이야기 한 후,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의 양자로 선언했다. 비록 손자들이지만 지금부터는 야곱의 아들이 되어 당당하게 지파의 이름을 갖
게 될 거라고 했다. 어찌보면 이 선언은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는 유리하지 않은 선언일 수 있다. 요
셉의 두 아들은 이제부터 야곱의 아들이 될 것이며, 그 이후에 요셉이 낳게 되는 아들들이 요셉의 아
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대신하여 요셉의 상속권자가 될 것이다. 이 말은
이제부터 두 아들은 요셉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상속 권한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
히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다. 장자는 아버지가 가진 모든 권한을 물려받게 된다. 므낫세의 아버지가 누
구인가?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있는 요셉 아닌가? 그런데 갑작스런 할아버지의 선언으로 그
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주해 온 히브리인들과 같은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 총리의 적법한 상속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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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위에서 이집트인이 혐오하는 히브리인의 한 아들이 되어 이 세상의 풍요와 힘을 포기하고 일개
피난민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다. 야곱이 이들을 양자로 삼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요셉은 열두 지파
에서 그 이름이 제외되게 된다.
약속의 자녀 반열에 들어가 하나의 지파가 되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인가? 아니면 현재 이
집트에서 아버지 요셉이 누리고 있는 영화를 물려 받을 것인가? 이같은 질문은 오늘날 이 땅을 살아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가 된 자들이다. 우리가 하
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것이다. 우리를 향한 양자됨의 선
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영광을 포기하고 장차 다가올 하늘의 영광을 택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양자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한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
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
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
니라” (롬 8:14~17).
그리스도인인가?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
이다. 그러나 그 상속자의 지위를 받는 대신 이 세상에서의 영광은 버려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
께 하는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고 있습니까 아니
면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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