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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의 귀천 (주일)
오늘의 본문 (창 49:28~33)
(28 절) 이들 모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입니다. (ָּשר
ָׂ֑ ָּ )כָּל־אֵ לֶּה ִׁשבְ טֵ י יִׁ ְש ָּראֵ ל ְשנֵים ע
이것은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을 축복할 때 그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אֹותם
ָּ ָ֔ ר־דבֶּ ר לָּהֶּ ם אֲבִׁ יהֶּ ם וַיְ בָּ ֶּרְך
ִׁ ֶּ)וְ ז ֹאת אֲש
그는 그들 각자에게 알맞는 복을 빌어주었습니다. () ִׁאיש אֲשֶּ ר כְ בִׁ ְרכָּתֹו בֵ ַרְך אֹ תָּ ם
(29 절) 그는 그들에게 명령하며 말했습니다. ()וַיְ צַ ו אֹותָּ ם וַי ֹאמֶּ ר ֲאלֵהֶּ ם
나는 나의 사람들(조상들) 곁으로 갈 것이다. ()אֲנִׁ י ֶּנאֱסָּ ף אֶּ ל־ע ִַָׁ֔מי
나를 내 조상들과 함께 묻어라. ()קִׁ בְ רּו אֹ ִׁתי אֶּ ל־אֲבֹ ָּ ָׂ֑תי
헷 사람 에브론의 땅에 있는 굴에, ()אֶּ ל־הַ ְמע ָּ ָָּ֔רה אֲשֶּ ר בִׁ ְשדֵ ה עֶּפְ רֹון הַ חִׁ ִׁתי
(30 절)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땅에 있는 굴에,
() בַ ְמע ָָּּרה אֲשֶּ ר בִׁ ְשדֵ ה הַ מַ כְ ֵפלָּה אֲשֶּ ר עַל־פְ נֵי־מַ ְמ ֵרא בְ אֶּ ֶּרץ כְ נָּ ָׂ֑עַן
아브라함이 무덤으로 쓰기 위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구입한 (막벨라 땅에
있는 굴에) ()אֲשֶּ ר קָּ נָּה אַ בְ ָּרהָּ ם אֶּ ת־הַ שָּ דֶּ ה מֵ אֵ ת עֶּפְ רֹ ן הַ חִׁ ִׁתי ַל ֲא ֻחזַת־קָּ בֶּ ר
(31 절)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묻혔고, ()שָּ מָּ ה קָּ בְ רּו אֶּ ת־אַ בְ ָּרהָּ ם וְ אֵ ת שָּ ָּרה ִׁא ְש ָ֔תֹו
그곳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묻혔고, ()שָּ מָּ ה קָּ בְ רּו אֶּ ת־יִׁ צְ חָָּ֔ ק וְ אֵ ת ִׁרבְ קָּ ה ִׁא ְש ָׂ֑תֹו
그곳에 내가 레아도 묻었다. ()וְ שָּ מָּ ה קָּ בַ ְר ִׁתי אֶּ ת־לֵאָּ ה
(32 절)
헷 사람에게 구입한 땅, 무덤 안에 () ִׁמקְ נֵה הַ שָּ דֶּ ה וְ הַ ְמע ָָּּרה אֲשֶּ ר־בֹו מֵ אֵ ת בְ נֵי־חֵ ת
(33 절)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의 발을 침상에 모았습니다.
() וַיְ כַל ַיעֲקֹ ב לְ צַ ּוֹ ת אֶּ ת־בָּ ָָּ֔ניו ַו ֶּיאֱסֹ ף ַרגְ לָּיו אֶּ ל־הַ ִׁמ ָּ ָׂ֑טה
그는 숨을 거두었고 그의 사람들(조상들) 곁으로 갔습니다. ()וַיִׁ גְ וַע ַויֵאָּ סֶּ ף אֶּ ל־עַמָּ י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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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 아들들을 향한 야곱의 예언이 모두 끝났다. 야곱은 아들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일일이 불러가며
그들의 앞날을 빌었다. 이 땅에서 파란만장했던 야곱의 인생 여정은 이렇게 끝이 났다. 야곱은 아들
들을 향하여 고개를 들고는 잠시 숨을 고른 다음 말을 이어갔다.
“나는 나의 사람들(조상들) 곁으로 갈 것이다.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땅에 있는 굴에, 가나안 땅 마므
레 앞 막벨라 땅에 있는 굴에, 아브라함이 무덤으로 쓰기위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구입한 (막벨라
땅에 있는 굴에), 내 조상들과 함께 묻어라. 헷 사람에게 구입한 땅, 무덤 안에… 그곳에 아브라함과 그
의 아내 사라가 묻혔고, 그곳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가 묻혔고, 그곳에 내가 레아도 묻었다.”
이것이 야곱의 마지막 유언이다. 그는 아들들에게 자신을 가나안 땅에 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 달라고
부탁했다. 야곱은 드디어 고단한 인생을 마감하고 조상들의 품으로 돌아간다. 그것으로 이 땅에서의
그의 모든 사명은 끝났다. 볼품없고 초라한 촌로의 파란만장한 생애가 이제 막 끝나려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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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파란만장 그 자체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장자권을 놓고 형 에서와
싸웠다. 그러다가 형의 뒷다리를 잡고 나와서는 어떡하든 자기의 욕망을 이루고자 했다. 자기 자신 이
외에는 아무도 안중에 없었다.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남의 뒷꿈치를 잡는 사람’, ‘속이는 사람’이라
는 뜻이다. 야곱은 그 이름처럼 살았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의 뒷꿈치를 잡고 나왔던 그는 얍복강
가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를 부여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환도뼈가 어긋나는 중상을 입고서도 끝까지
그 손을 놓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고쳐주셨다.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겼다
는 뜻도 있지만 더 진정한 의미는 이제 더 이상 남의 뒷꿈치를 잡거나 남을 속이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다. 그 후 야곱의 삶은 바뀌었다. 20 년만에 만난 형과 화해했고. 사랑
하는 아내 라헬이 죽어가며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에서 베냐민으로 고쳐 불렀다. 장남 르우벤이
자신의 첩 빌하와 동침한 사실을 알면서도 침묵했다. 게다가 노년엔 아들들에게 속아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로만 알고 슬픔 가운데 보낸 시간이 20년이 넘는다. 속이는 자에서 속는 자가 되었고
남의 뒷꿈치를 잡는 자에서 거꾸로 남의 속임에 속아 걸려 넘어지는 자가 되었다.
성경은 그를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있다. 아들들에게 예언을 할 때 그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
라엘이었다. 그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숨을 거두자 성경의 저자는 이렇게 표현한다.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의 발을 침상에 모았습니다. 그는 숨을 거두었고, 그의
사람들(조상들) 곁으로 갔습니다.”
야곱이 죽었다. 그가 죽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남았다. 이 땅에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 온 야곱이 이
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남기고 죽은 것이다. 그의 인생 여정에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
을 수 있을까? 인간은 누구나 세상에서 아등바등 부대끼며 살아간다.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곤 별로 찾기 어렵다. 그에게서 어떤 거룩한 모습도 발견할 수 없
다. 그래서 그를 닮으라 말할 수는 더더욱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그의 죽음 앞에서 절로 숙연해지는
것은 어쩌면 우리네 삶이 그의 인생과 너무도 닮았기 때문이 아닐까?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다 야곱처럼 산다. 나의 유익이 남의 유익보다 앞서고, 좋은 건 어떻게 해서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한
다. 내가 잘못해 놓고도 눈 앞의 고난이 두려워 하나님께 제발 피하게 해 달라고 매달릴 때도 있다. 그
런데도 두려움은 좀처럼 가시지 않는다.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흰 머리가 나기 시작
하고 점점 기력도 쇠하고 힘도 빠지기 시작한다. 그러다 어느 순간 인생에서 밀려오는 여러 가지 고통
과 아픔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며 사는 자신을 발견한다. 그것이 인생이다.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특별
하지 않다. 다만 야곱처럼 인생 여정을 통해 그리스도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해 갈 뿐이다.
야곱이 죽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남은 것처럼 각자의 마음 안에 있던 야곱이 죽는 날 우리는 비로소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된다. 그래서 신앙은 각자의 삶을 통해 우리를 훈련해 가는 하나님의 손길을 점
점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은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 우리 모두를 십
자가로 끌고 가서 우리의 정욕, 곧 야곱을 못박으신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무한한 평
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살아가면서 자신 안에 있는 야곱을 발견합니까?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처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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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곱의 시신을 미라로 만들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50:1~6)
(1 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엎드려 울고, 그에게 입맞추었습니다.
()וַיִׁ פֹ ל יֹוסֵ ף עַל־פְ נֵי אָּ ִׁ ָׂ֑ביו ַויֵבְ ךְ ָּעלָּיו וַיִׁ שַ ק־לֹו
(2 절) 요셉이 그를 섬기는 의사들에게 그의 아버지를 방부 처리하도록 명했습니다.
() וַיְ צַ ו יֹוסֵ ף אֶּ ת־עֲבָּ דָּ יו אֶּ ת־הָּ רֹ פְ ִָׁ֔אים ַלחֲנֹ ט אֶּ ת־אָּ ִׁ ָׂ֑ביו
그 의사들은 이스라엘을 방부 처리하였습니다. () ַויַחַ נְ טּו הָּ רֹ פְ ִׁאים אֶּ ת־יִׁ ְש ָּראֵ ל
(3 절) 방부 처리를 위해 40 일이 걸렸습니다. ()וַיִׁ ְמלְ אּו־לֹו אַ ְרבָּ עִׁ ים יָ֔ ֹום
그렇게 하는데 40일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כִׁ י כֵן יִׁ ְמלְ אּו יְ מֵ י הַ ֲחנ ִׁ ָֻׂ֑טים
이집트 사람들은 그를 위해 40일을 울었습니다. ()וַיִׁ בְ כּו אֹ תֹו ִׁמצְ ַריִׁ ם ִׁשבְ עִׁ ים יֹום
(4 절) 곡하는 날이 지나고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했습니다.
(יֹוסף אֶּ ל־בֵ ית פ ְַרעֹ ה לֵאמָֹׂ֑ ר
ֵ ָ֔ יתֹו וַיְ דַ בֵ ר
ָ֔ ִׁ) ַו ַיעַבְ רּו יְ מֵ י בְ כ
제가 당신들에게서 은혜를 입었다면, (אתי חֵ ן בְ עֵינֵי ֶָּ֔כם
ִׁ ָּ) ִׁאם־נָּא מָּ צ
바로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דַ בְ רּו־ ָָּ֕נא בְ אָּ ְזנֵי פ ְַרעֹ ה לֵאמֹ ר
(5 절)
제 아버지가 저와 맹세하며 말하였습니다. ()אָּ בִׁ י הִׁ ְשבִׁ יעַנִׁ י לֵאמֹ ר
보라, 나는 죽어간다. ()הִׁ נֵה אָּ נֹ כִׁ י מֵ ת
내가 가나안 땅에 파 놓은 무덤, 그곳에 너는 나를 묻어야 한다.
(יתי לִׁ י בְ אֶּ ֶּרץ כְ ַָ֔נעַן שָּ מָּ ה ִׁתקְ בְ ֵ ָׂ֑רנִׁ י
ִׁ )בְ קִׁ בְ ִׁרי אֲשֶּ ר כ ִָּׁר
그러니 이제 제가 올라가서 제 아버지를 묻고 돌아오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עלֶּה־נָּא וְ אֶּ קְ בְ ָּרה אֶּ ת־אָּ בִׁ י וְ אָּ שּובָּ ה
ֱ ֶּ) וְ עַתָּ ה א
(6 절) 바로가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פ ְַר ָׂ֑ ֹעה
그가 너와 맹세한 대로, 너는 올라가서 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라.
(עלֵה ּוקְ בֹ ר אֶּ ת־אָּ בִׁ יָך ַכאֲשֶּ ר הִׁ ְשבִׁ יעֶָּך
ֲ )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에게 주기로 약속한 땅은 가나안이다. 야곱도 이집트로 오기 전까
지 가나안 땅에 거주했다. 그의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아니었다면, 게다가 그 땅에 극심한 기
근이 들지 않았다면 아마도 그는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의 아버지 이
삭에게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고 명령하셨다 (창 26:2 참조). 그런 하나님이 야곱에게는 도리어 이
집트로 갈 수 밖에 없도록 상황을 만드신다. 일종의 계획된 이집트행이다 . 이스라엘의 가족들 모두를
이집트로 데려 오기 위해 하나님은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냈다. 7년 풍
년과 7년 흉년도 야곱과 그의 가족을 이집트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설정인 셈이다. 그렇게 해서 야
곱은 모든 가족을 이끌고 이집트로 오게 되었고, 남은 여생을 이집트에서 살다가 이집트에서 죽었다.
하지만 비록 야곱이 이집트에서 죽긴 했지만 그 시신은 이집트에 묻힐 수 없었다. 그의 시신은 40 일
간의 방부 처리 과정을 거쳐 가나안으로 옮겨진다. 비록 그가 이집트인은 아니었지만 아들 요셉이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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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인지라 이집트인들의 장례 의식에 따라 최선을 다해 방부 처리했다. 당시 이집트인들이 시신을 방
부 처리한 이유는 그들의 신앙관 때문이다. 이집트인들은 사후 세계에 대한 독특한 믿음을 갖고 있었
는데 그들은 카(Ka)라고 불리는 인간의 영혼이나 생명의 힘이 몸을 떠나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했다.
반면에 각각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별해 주는 고유한 인격인 바(Ba)를 가지고 있는데 이
바(Ba)는 죽은 뒤에도 육체에 남아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카(Ka)가 다시 바(Ba)와 합쳐지면 아크(Akh)
로 부활한고 믿었다. 그런 이유로 죽은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 그대로 보존하는 것은 이집트인들에겐
대단히 중요한 의식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시신을 미라로 만들지는 않았다. 초기 이집트
역사에서는 파라오(바로) 만이 바 (Ba)가 있다고 믿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파라오 (바로)만이 내세
에서 신적 존재로 부활된다고 보았다. 물론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바(Ba)를 지닐 수 있는 자격과 범위
는 점점 확대되었다. 하지만 적어도 야곱이 죽을 당시에는 시신을 방부 처리해서 미라로 보존하는 대
상은 파라오(바로) 나 혹은 그와 대등한 위치에 있는 몇몇 사람들에만 국한되었다.
야곱의 시신을 40일 동안 방부처리했고 그 기간 동안 이집트 사람들이 그를 위해 애도했다는 말은 이
집트에서 야곱의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야곱은 기근을 피해 가나안에서 이집
트로 왔다. 그리고 비옥하고 기름진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된다. 물론 아들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였기 때
문에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이지만 엄밀히 말해 야곱 가족들은 피난민들이었다. 그렇기에 야곱은 언젠
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나안이 이집트 고센 지방보다 더 비옥하고 살기 좋
은 땅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야곱은 살아 생
전 가나안 땅을 다시 밟아보지 못했다. 그는 이집트에서 죽었고 그 시신은 방부처리 되었다.
아버지의 장례식을 주도한 요셉은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그 시신을 가나안 땅에 안치한다. 먼저 야곱
의 시신은 이집트 장례 의식에 따라 방부처리 되었고 40일간의 애도 기간을 갖는다. 그후 요셉은 바로
를 찾아가 아버지의 유언을 전한다. 아버지의 시신을 가나안 헤브론에 안치해야 하며, 그 때문에 잠시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기 위해서다. 요셉은 이집트 총리다. 게다가 가장 중
요한 일을 맡고 있는 인물이다. 당시 아무리 이집트의 국력이 막강했다고 해도 만에 하나 가나안으로
오가는 도중 불의의 변고를 당할 수도 있는 위험한 여정이었다. 그렇기에 요셉의 요청은 바로로서는
중대 결심을 요하는 매주 중차대한 사안이었다. 본문에 따르면 바로는 요셉의 청을 기꺼이 받아들였
다. 이집트의 풍습에 따라 야곱의 시신은 방부 처리되었고 관례에 따라 곡하는 기간도 끝났다. 하지만
언약의 주체인 야곱이 이집트에 묻힐 수는 없는 일이다. 바로는 요셉의 요청에 토 하나 달지 않고 다
들어주었다. 바로의 마음이 너그러워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그런 마음을 주신 것이다. 하
나님의 언약의 주체인 야곱이 이집트에 묻힐 수는 없기 때문이다. 야곱의 시신을 가나안 땅에 안치함
으로써 지금 이집트에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미래의 소망을 주기 위해서다. 비록 이스라
엘의 자녀들이 지금은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 있다. 그들도 언
제가는 돌아가야 할 그 땅으로 시신이 된 야곱이 먼저 간다. 당신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행여
라도 이집트가 좋아 이집트에 살다가 이집트에 묻히고 싶어 하지는 않는가?

묵상을 위한 질문
야곱이 죽어서도 가고자 했던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당신에게 가나안은 어디인가요? 당신은 왜
그곳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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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의 국장으로 장례를 치르다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50:7~13)
(7 절) 요셉은 그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올라갔습니다. () ַו ַיעַל יֹוסֵ ף לִׁ קְ בֹ ר אֶּ ת־אָּ ִׁ ָׂ֑ביו
그와 함께 모든 바로의 모든 신하들, 바로의 궁 원로들,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올라갔습니
다. (ץ־מצְ ָּריִׁ ם
ִׁ יתֹו וְ כֹ ל זִׁקְ נֵי אֶּ ֶּר
ָ֔ ֵ) ַו ַיעֲלּו ִׁאתֹו כָּל־עַבְ דֵ י פ ְַרעֹ ה זִׁקְ נֵי ב
(8절) 또한 요셉의 집 모든 사람들, 그의 형제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집 사람들이 (올라갔습니다.)
(יֹוסף וְ אֶּ חָּ יו ּובֵ ית אָּ ִׁ ָׂ֑ביו
ֵ ָ֔ )וְ כֹ ל בֵ ית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 떼, 그리고 소 떼만 고센 땅에 남았다.
() ַרק טַ פָּם וְ צ ֹאנָּם ּובְ קָּ ָּ ָ֔רם ָּעזְבּו בְ אֶּ ֶּרץ גֹ שֶּ ן
(9 절) 또한 병거와 기병들이 그와 함께 올라갔습니다. (ַם־רכֶּב גַם־פ ָָּּר ִׁ ָׂ֑שים
ֶּ ) ַו ַיעַל עִׁ ָ֔מֹו ג
그것은 매우 거대한 행렬이었습니다. ()וַיְ הִׁ י הַ מַ ֲחנֶּה כָּבֵ ד ְמאֹ ד
(10 절) 그들이 요단 강 건너편에 있는 아닷 타작 마당에 도착했습니다.
() ַויָּבֹ אּו עַד־גֹ ֶּרן הָּ אָּ טָּ ד אֲשֶּ ר בְ עֵבֶּ ר הַ י ְַר ָ֔ ֵדן
그들이 그곳에서 크게 울며 애통하였습니다. (ַיִׁספְ דּו־שָָּ֔ ם ִׁמ ְספֵד גָּדֹול וְ כָּבֵ ד ְמאָֹׂ֑ ד
ְ )ו
요셉은 그의 아버지를 위해 7 일간 애곡하였습니다. () ַו ַיעַש לְ אָּ בִׁ יו אֵ בֶּ ל ִׁשבְ עַת י ִָּׁמים
(11 절) 그 땅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닷의 타작 마당의 애통을 보고 말했습니다.
(ֹאמ ָ֔רּו
ְ ) ַוי ְַרא יֹושֵ ב הָּ אָּ ֶּרץ הַ כְ ַנעֲנִׁ י אֶּ ת־הָּ אֵ בֶּ ל בְ גֹ ֶּרן הָּ אָּ ָ֔ ָּטד ַוי
이것은 이집트 사람의 큰 애통이다. ()אֵ בֶּ ל־כָּבֵ ד זֶּה לְ ִׁמצְ ָּ ָׂ֑ריִׁ ם
그래서 요단 강 건너편에 있는 그곳의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고 하였습니다.
()עַל־כֵן קָּ ָּרא ְשמָּ ּה אָּ בֵ ל ִׁמצְ ַ ָ֔ריִׁ ם אֲשֶּ ר בְ עֵבֶּ ר הַ י ְַרדֵ ן
(12 절)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행하였습니다. () ַו ַיעֲשּו בָּ נָּיו לָׂ֑ ֹו כֵן ַכאֲשֶּ ר צִׁ ּוָּם
(13 절) 야곱의 아들들은 그를 가나안 땅으로 모셔왔고, (ַיִׁשאּו אֹ תֹו בָּ נָּיו אַ ְרצָּ ה כְ ַָ֔נעַן
ְ )ו
그들은 그를 막벨라 땅의 굴에 묻었습니다. ()וַיִׁ קְ בְ רּו אֹ ָ֔תֹו בִׁ ְמע ַָּרת ְשדֵ ה הַ מַ כְ פֵלָּ ָׂ֑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무덤으로 쓰려고 구입한, 마므레 앞에 있는 (막벨라
땅의), () אֲשֶּ ר קָּ נָּה אַ בְ ָּרהָּ ם אֶּ ת־הַ שָּ דֶּ ה ַל ֲא ֻחזַת־קֶּ בֶּ ר מֵ אֵ ת עֶּפְ רֹ ן הַ חִׁ ִׁתי עַל־פְ נֵי מַ ְמ ֵרא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야곱의 장례식은 사실상 이집트의 국장으로 치러졌다. 요셉은 사실상 맏상주이면서도 장례 위원장
을 겸했다. 바로의 허락 하에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장례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고, 그들은 모두 야곱
의 장례 행렬에 참여했다. 성경에서 장례식 장면 즉, 죽음에서 무덤에 묻히기까지의 상황이 야곱처럼
가장 길게 묘사된 사람은 없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말년에 그두라라는 여인을 후처로 들여 아들
을 낳고 살다가 175 세에 죽었다. 성경은 그의 장례 장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7 아브라함의 향년이 일백 칠십 오세라 8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
게로 돌아가매 9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7

막벨라 굴에 장사 하였으니 10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가 거기 장사되니라” (창 25:7-10).
이삭도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진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
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창 35:29)라고 아주 간단하게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추앙하는 왕 다윗도, 부국강병의 상징인 솔로몬도 그들의 장례식에 관해서는 단 한 줄로만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심지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의 장례식도 초라하기 짝이 없다. 예수님은 죄인으
로 죽었고, 무덤도 준비돼 있지 않았다. 심지어 3년 간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조차 아무도 오지 않는
쓸쓸한 장례식을 치렀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장례식 과정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57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58 빌라도에게 가
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어주라 분부하거늘 59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정한 세
마포로 싸서 60 바위 속에 판 자기 새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61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마 27:57-61).
다시 야곱의 장례식 장면으로 돌아가 보자. 성경은 그의 장례식을 왜 이토록 길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걸까? 야곱의 장례식 광경은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갈 장면이 아니다. 단순히 요셉의 위상 때문에
야곱의 장례식이 이토록 성대하게 치러졌다고만 생각한다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제대로 해
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집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들을 훈련하기 위해 특별히 선택된 나라다.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이집트인들은 히브리인들에게 매우 관대했다. 아브라함이 기근을 만나 이집트로 갔을 때 바로는 아
브라함에게 속아 사라를 아내로 맞이했고 그때문에 오히려 바로가 하나님께 혼쭐이 났다. 하지만 그
일을 빌미로 바로는 아브라함을 해코지 하거나 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요셉 때에 와서는 히브리인들
이 이집트 내에서 특권층의 위치에까지 오르게 된다. 그들은 고센이라는 가장 비옥한 땅을 거주지로
받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기근으로 고통 당하며 양식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소유를 다 강탈당했을
때에도 그들은 안전하게 그 땅에 거주했다. 그런 의미에서 야곱의 장례식은 그 당시 이집트 내에서 히
브리인들의 지위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말해 준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집트에서 특권층에 속했다.
하지만 사실 이집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뿌리를 내리고 살 곳이 아니었다. 잠시 동안은 요셉으로 인
해 특별 대우를 받으며 상류층으로 살았지만 후에는 그렇지 못했다. ‘삶은 개구리 증후군’이란 말이
있다. 개구리를 냄비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는 자기가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냄비 안에
그대로 앉아 있는다. 이스라엘이 바로 그랬다. 아니 하나님의 구속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
들은 그래야만 했다. 약속의 자녀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집트가 주는 풍요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
했고, 권력의 달콤함이 그들의 정체성마저 잊게했다. 그들은 그렇게 서서히 이집트 사람이 되어갔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날 이유가 점점 없어졌고 가나안 땅은 그들의 뇌리에서 점점 잊혀져 갔다.
나중에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은
그 전과는 180도 바뀌게 된다. 그 동안 귀족 대우를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느새 노예로 전락했
고 매일을 혹독한 노동에 시달리는 삶을 살아갔다. 급기야는 산아 제한령이 내려 남자 아이들이 태어
나면 강제로 죽임을 당해야 했다. 하지만 그렇게 상황이 곤두박질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어느 누
구도 이집트에서 벗어나 가나안으로 돌아갈 생각은 꿈도 꾸지 않았다.
8

야곱의 화려한 장례식 장면을 보며 이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특히나 그 장면에서 요셉
이라는 인물에 주목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그런 게 아니다.
이 장면을 통해 성경은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상실해 갔는지, 그리고 그
들이 어떻게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보여 주고 있다.
만약 누군가 야곱의 화려한 장례식 장면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만 찾는다면 어쩌면 그는 삶아지
기 위해 따뜻한 냄비에 들어간 개구리 신세일 수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통시적으로 읽어야 한다. 그
래야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 사건 하나하나를 세상적 시각으로 보고 일희일비한다면 결
코 성경 안에 감추어진 진리를 발견할 수 없다.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고 그분의 백
성이 맞다면 지금 야곱의 화려한 장례식을 보면서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
고 다른 믿지 않는 자들처럼 이 세상에서의 번영과 영광을 추구하고 그것에 점점 심취되어 간다면 우
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이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다. 냄비 안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개구리가
되지 않으려면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세상에서의 성공과 부귀 영화를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쫓고 있습니까? 당신은
무엇으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왜 세상의 것을 거
스르게 되는 걸까요? 그 과정에서 당신은 무엇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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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의 형들의 죄의식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50:14~17)
(14 절) 요셉은 이집트로 돌아왔습니다. () ַויָּשָּ ב יֹוסֵ ף ִׁמצְ ַריְ מָּ ה
그와 그의 형제,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장례를 위해 그와 함께 올라갔던 모든 사람과
함께, () הּוא וְ אֶּ חָָּ֔ יו וְ כָּל־הָּ עֹ לִׁ ים ִׁאתֹו לִׁ קְ בֹ ר אֶּ ת־אָּ ִׁ ָׂ֑ביו
그의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에. ()אַ ח ֲֵרי קָּ בְ רֹו אֶּ ת־אָּ בִׁ יו
(15 절) 요셉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말했습니다. (ֹאמ ָ֔רּו
ְ )וַיִׁ ְראּו אֲחֵ י־יֹוסֵ ף כִׁ י־מֵ ת אֲבִׁ יהֶָּ֔ ם ַוי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우리에게 그대로 갚을지도
모른다. (יֹוסף וְ הָּ שֵ ב י ִָּׁשיב ָָּ֔לנּו אֵ ת כָּל־הָּ ָּר ָָּ֔עה אֲשֶּ ר גָּמַ לְ נּו אֹ תֹו
ָׂ֑ ֵ ) לּו יִׁ ְשטְ מֵ נּו
(16절) 그들이 요셉에게 명령하며 말했습니다. ()וַיְ צַ ּוָ֕ ּו אֶּ ל־יֹוסֵ ף לֵאמָֹׂ֑ ר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며 말씀하셨다. ()אָּ בִׁ יָך צִׁ ָ֔ ָּּוה לִׁ פְ נֵי מֹותֹו לֵאמֹ ר
(17 절)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라: (ֹאמרּו לְ יֹוסֵ ף
ְ )כֹ ה־ת
네게 악을 행했던 네 형들의 허물과 그들의 죄를 용서해주기 바란다.
(י־רעָּה גְ מָּ ָ֔לּוָך
ָּ ִׁ)אָּ נָּא שָּ א נָּא פֶּשַ ע אַ חֶּ יָך וְ חַ טָּ אתָּ ם כ
그러니 이제 네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바란다.
()וְ עַתָּ ה שָּ א ָָּ֔נא לְ פֶּשַ ע עַבְ דֵ י אֱֹלהֵ י אָּ ִׁ ָׂ֑ביָך
요셉은 그들이 그에게 말할 때, 울었습니다. () ַויֵבְ ךְ יֹוסֵ ף בְ דַ בְ ָּרם אֵ לָּי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야곱의 장례식이 끝났고 요셉과 형제들은 이집트로 돌아왔다. 고센 지방으로 돌아 온 요셉의 형제들
은 아버지를 보낸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그들의 안위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오래 전 동생
요셉에게 저지른 악행 때문이었다. 그들에게 있어 아버지 야곱은 단지 늙고 힘없는 노인이 아니라 혹
시라도 있을지도 모를 동생 요셉의 보복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었다. 아
버지가 살아 계시는 동안은 제 아무리 막강한 권력을 가진 요셉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심기를 거스
리는 그 같은 일을 도모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런 야곱이 죽었다.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지만 막상 현실이 되고 보니 형들은 두려
웠다. 요셉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이집트의 총리다. 마음만 먹으면 자기들에게 과거 일을 빌미로
어떤 위해도 가할 수 있다. 그들은 아버지를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요셉의 보복을 걱정해야 하
는 상황에 처했다.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우리에게 그대로 갚을지도 모른다” (창 50:15).
때린 놈은 다리 뻗고 못 자도 맞은 놈은 두 다리 뻗고 편히 잔다는 말이 있다. 남에게 해를 입힌 사람은
결코 마음 편히 살 수 없다는 뜻이다. 형들의 기억에는 동생 요셉으로부터 정식으로 용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런 그들이 아버지의 장례식이 끝나자 요셉에게 명령했다. 한글 성경에는 “요셉에게 말을 전
하여”로 번역되어 있는데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그들이 요셉에게 명령했다”가 맞다. 게다가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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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 어조를 담고 있는 피엘(Piel)용법이 사용되었다. 다시 말해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했다는 것이다.
“너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라. ‘네게 악을 행했던 네 형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기 바란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가서 이렇게 명하라고 아들들에게 말했단다. 용서를 청하려면 그들이 직접 당사
자인 요셉에게 하는 것이 옳다. 그런데 야곱이 당사자인 요셉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형들에게 이 말을
유언으로 남겼다는 걸 과연 요셉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보다는 과연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정말 이들의 말을 신뢰할 수 있을까? 상황으로 보나 이치로 보나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
다. 분명 형들이 자신들의 안위를 염려해 지어낸 말임에 틀림이 없다. 아마도 이 말을 들은 요셉은 황
당했을 것이다. 자기가 해코지라도 할까봐 이런 말까지 지어내는 형들이 측은해 보였을지도 모른다.
자기의 진심을 알아주기는커녕 아직도 자신을 두려워하는 형들이 가엾고 측은했다. 하지만 그보다
는 형들이 여전히 자기를 동생으로 편히 대하지 못하는 사실이 너무도 슬펐다.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보
며 그는 왈칵 눈물이 솟구쳤다.
요셉은 진작에 그들을 용서했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까지도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다. 요
셉은 도단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잊은지 오래다. 하지만 형들은 그렇지 못했다. 오히려 요셉을 대할 때
마다 그들 마음 속에는 도단에서의 일이 생생히 떠올랐다. 아버지의 총애를 독차지 한 요셉, 이상한 꿈
을 꾸고는 그들에게 자랑이라도 하듯 꿈이야기를 하던 그가 형들에게는 눈엣가시였다. 그들은 요셉
이 죽이고 싶도록 미웠다. 그래서 정말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 유다가 그들을 설득하지 않았다면 아마
도 그날 요셉의 목숨은 끝장났을지도 모른다. 그들이 기억하는 요셉의 마지막 모습은 이스마엘 상인
들에게 팔려가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며 부르짖던 모습이었으리라. 그 장면은 그들의 뇌리에 강하
게 각인되어 지금까지도 그들을 괴롭혔다.
요셉을 만나기 전에도 그들은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어쩌다 곤란한 지경에 처하기라도
하면 영락없이 도단에서 그들이 지은 죄가 떠올랐다. 요셉을 만난 후에는 두려움이 더 커졌다. 막강한
힘을 가진 요셉이 언제 돌변하여 자기들에게 복수를 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요셉을 대하기가 더더욱
두려웠다. 그들에게 요셉은 마치 죄를 드러나게 하는 율법과도 같은 존재였다.
죄라는 게 그렇다. 죄는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어 늘 죄를 지은 당사자를 따라다니며 괴롭힌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것과 비슷한 죄를 목격하기만 해도 절로 수치스러움을 느낀다. 이처럼
죄는 늘 죄 지은 사람을 따라다니며 괴롭힌다. 그렇기에 사람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
은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
의 모든 죄가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마땅히 죄의식도 없어
져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용서를 했다고 하시는데
인간은 왜 그 말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걸까? 그 이유는 인간 내면에 있는 선악 판단 기준 때문
이다. 그것을 헬라어로는 ‘수네이데시스’ (συνείδησις)라 하는데 ‘함께 판단하다’라는 의미다.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가 함께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우리 말로는 ‘양심’이라고 번역돼 있다. 그것은 인간들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후 나타난 일종의 후유증이다.
이러한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안에 있는 그 판단 기준을 하나님께 돌려드
리는 것이다.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했지만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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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그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용서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여전히 죄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은 자신
만 괴로울 뿐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용서하신 그분의 사랑에 의지
해서 서는 것이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찌보면 염치없고 뻔뻔한 사
람들일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용서받은 사실을 감히 다른 이들에게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
인들은 다른 이들과 비교해서 죄가 없거나 선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곧이 곧대로 믿기 때문이다. 그 사실에 안도하여 우
리는 죄의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두 발을 뻗고 편히 잠을 잘 수 있게 된 자들이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여전히 죄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면서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 이런 사람들은 성경까지도 인과응보적인 관점으로 이해한다. 뭔가 일이 잘되면 자신의 선한
행위에 하나님이 신실하게 복을 주신 때문이고, 일이 꼬이거나 고난에 처하면 자신의 과거 실수나 죄
가 발목을 잡는다고 생각한다. 이는 율법에 매어 율법의 종이 된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다. 구원은
이런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구원은 지식이 아니라 지금 현재 당신이 누리고 있는 자유다.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은 자입니까? 당신은 정말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나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당신을 방해하고 있습니까? 당신에게 그 자유를 주기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
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일이 당신의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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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목요일)
오늘의 본문 (창 50:18~21)
(18 절) 요셉의 형들은 또 와서 그 앞에 엎드리고 말했습니다. (ֹאמ ָ֔רּו
ְ ) ַויֵלְ כּו גַם־אֶּ חָָּ֔ יו וַיִׁ פְ לּו לְ פָּנָּ ָׂ֑יו ַוי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הִׁ נֶּנּו לְ ָך ַלעֲבָּ ִׁדים
(19 절) 요셉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אלֵהֶּ ם יֹוסֵ ף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יראּו
ָׂ֑ ָּ ל־ת
ִׁ ַ)א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כִׁ י הֲתַ חַ ת אֱֹלהִׁ ים אָּ נִׁ י
(20 절)
형님들은 제게 악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וְ אַ ָ֕ ֶּתם חֲשַ בְ תֶּ ם ָּעלַי ָּרעָּ ָׂ֑ה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행하셨습니다. ()אֱֹלהִׁ ים חֲשָּ בָּ ּה לְ טֹ ָ֔ ָּבה
오늘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ם־רב
ָּ )לְ מַ עַן ֲעשֹה כַיֹום הַ זֶּה לְ הַ חֲיֹ ת ע
(21 절)
그러므로 이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יראּו
ָ֔ ָּ ל־ת
ִׁ ַ)וְ עַתָּ ה א
제가 형님들과 그 자녀들을 돌보겠습니다. ()אָּ נֹ כִׁ י ֲאכַלְ כֵל אֶּ ְתכֶּם וְ אֶּ ת־טַ פְ כֶּ ָׂ֑ם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אֹותם וַיְ דַ בֵ ר עַל־לִׁ בָּ ם
ָּ ָ֔ )וַיְ נַחֵ 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눈물을 흘리는 요셉을 보자 형들은 그 앞에 엎드렸다. 그들은 스스로를 요셉의 종이라 말한다. 그들은
요셉의 보복이 두려워 비겁해질대로 비겁해진 상태다. 제 아무리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위치에 있는
요셉이지만 그들에게는 가족이요 동생이다. 하지만 그 사실이 그들의 두려움을 가시게 하지는 못했
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요셉의 보복으로부터 자신들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었다. 요셉은 그런 형들
이 너무 안쓰럽고 불쌍했다. 그는 자신 앞에 엎드려 어쩔 줄 몰라하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제게 악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오
늘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두려
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형님들과 그 자녀들을 돌보겠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 얼마나 역설적인지를
이미 깨달은 자다. 형들이 인간적인 질투심으로 인해 요셉에게 악을 행했으나 그 악이 하나님의 선이
었음을 그는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형들의 손을 빌어 자기를 이집트로 보
내셨다. 비록 형들이 절대 해서는 안될 악행을 저질렀지만 하나님은 그 악행을 선으로 승화시켰다는
것을 요셉이 형들에게 다시 한 번 얘기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다. 어떤 이들은 말할 수 없
는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기도 한다. 다윗은 그의 인생을 통틀어 유
일한 오점이랄 수 있는 밧세바 사건으로 간음과 살인 교사라는 엄청난 죄를 짓는다. 하지만 다윗은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용서와 은혜를 깊이 체험하게 된다. 다윗이 저지른 죄는 비록 악한 일이었
지만 하나님의 섭리라는 측면으로 본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선한 장치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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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복음 9장에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었다가 예수님을 만나 눈을 뜨게 된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
온다. 예수님 일행이 길을 가다가 우연히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 된 한 청년을 만났다. 제자들은 그 청
년이나 그의 가족 중에 심각한 죄가 있어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
님께 이렇게 물었다.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뉘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오니이까 그 부모오니이까” (요 9:2).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
라” (요 9:3).
예수님은 삶의 고통을 죄와 곧바로 연결짓는 인간들의 생각에 일침을 가하셨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고자 하신다고 대답하셨다. 이에 대해 많
은 분들이 ‘아, 그렇구나!’하고 쉽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다. 하지만 당사자의 입장에서 생
각해 보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그에게 앞 못 보는 고통을 주
셨다면 그 때문에 엄청난 불편과 손가락질을 감수하며 살아온 청년의 삶은 얼마나 억울하고 황당하
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결코 녹록지가 않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
해 그 사람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그 모든 고통의 과정을 감내해 내야 하기 때문이다.
요셉의 인생도 그랬다.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서 이집트의 총리로 오른 것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
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린 것도, 그들이 그를 바로의 경호대장 보디
발의 집에 판 것도, 후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 그를 감옥에 보내고 거기서 두 관원
을 만나 꿈을 해석해 준 것도 모두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리고 두 관원과 바로에게 꿈을 꾸게 한 것
도, 그 꿈을 요셉이 해석할 수 있도록 하신 분도 다 하나님이시다. 요셉의 인생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이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요셉은 그 사실을 깨달았다. 하지만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이 돌이킬 수
없는 죄악을 저질렀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한다면 그들이 저지른 악한 행위를 통해 하나님
은 자신의 일을 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한 행위를 들어 써서 오히려 선으로 바꾸셨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들 내면에 있는 질투심, 증오심을 이용해 하나님의 일을 하신 것이다.
요셉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았다. 그가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평생을 형들을 원
망하며 복수의 칼을 갈았을지도 모른다. 영문도 모른채 어린 나이에 형들 손에 팔려 오랫동안 억울하
게 고난 당했으니 얼마나 분하고 원통했겠는가? 그러나 요셉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 속에 담
긴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발견했다. 그러고 나자 비로소 자신의 삶이 해석되었다. 이처럼 각자의 삶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있는 자는 고통에서 빨리 벗어나려고 몸부림치기보다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진리를 발견하려 한다. 우리 삶의 모든 과정이 신앙 여정이기 때문이다.

묵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삶에서 어떻게 깨달아 가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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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이 이집트에서 죽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50:22~26)
(22 절) 요셉은 그의 아버지 가족과 함께 이집트에 살았습니다. () ַויֵשֶּ ב יֹוסֵ ף בְ ִׁמצְ ַ ָ֔ריִׁ ם הּוא ּובֵ ית אָּ ִׁ ָׂ֑ביו
요셉은 110세를 살았습니다. (יֹוסף מֵ אָּ ה ָּועֶּשֶּ ר שָּ נִׁ ים
ֵ ָ֔ )וַיְ חִׁ י
(23절) 요셉은 에브라임의 후손 3대까지 보았습니다. (ֵשים
ָׂ֑ ִׁ ) ַוי ְַרא יֹוסֵ ף לְ אֶּ פְ ַ ָ֔ריִׁ ם בְ נֵי ִׁשל
또한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무릎에서 자랐습니다.
(ן־מנַשֶָּ֔ ה י ֻלְ דּו עַל־בִׁ ְרכֵי יֹוסֵ ף
ְ ֶּ)גַם בְ נֵי מָּ כִׁ יר ב
(24 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 ַוי ֹאמֶּ ר יֹוסֵ ף אֶּ ל־אֶּ חָָּ֔ יו
저는 이제 곧 죽습니다. ()אָּ נֹ כִׁ י ֵ ָׂ֑מת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오시고, ()וֵאֹלהִׁ ים פָּקֹ ד יִׁ פְ קֹ ד אֶּ ְתכֶּם
여러분을 이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
다. (נִׁשבַ ע לְ אַ בְ ָּרהָּ ם לְ יִׁ צְ חָּ ק ּולְ ַיעֲקֹ ב
ְ )וְ הֶּ ֱעלָּה אֶּ ְתכֶּם ִׁמן־הָּ אָּ ֶּרץ הַ ָ֔ז ֹאת אֶּ ל־הָּ ָ֕ ָּא ֶּרץ אֲשֶּ ר
(25 절) 또한, 요셉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맹세를 시키며 말했습니다.
(יֹוסף אֶּ ת־בְ נֵי יִׁ ְש ָּראֵ ל לֵאמָֹׂ֑ ר
ֵ ָ֔ ) ַוי ְַשבַ ע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실 것입니다. ()פָּקֹ ד יִׁ פְ קֹ ד אֱֹלהִׁ ים אֶּ ְת ֶָּ֔כם
그 때 여러분은 이곳에서 내 뼈들을 가지고 올라가야 합니다.
()וְ הַ עֲלִׁ תֶּ ם אֶּ ת־עַצְ מֹ תַ י ִׁמזֶּה
(26 절) 그렇게 요셉은 110 세에 죽었습니다. (יֹוסף בֶּ ן־מֵ אָּ ה ָּועֶּשֶּ ר שָּ ִׁנָׂ֑ים
ֵ ָ֔ ) ַויָּמָּ ת
그들은 그를 방부 처리하였고, () ַויַחַ נְ טּו אֹ ָ֔תֹו
그는 이집트에서 입관하였습니다. ()וַיִׁ ישֶּ ם בָּ אָּ רֹון בְ ִׁמצְ ָּריִׁ 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형제들과의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졌다. 그들의 죄책감을 없애 줄 수 있는 사람은 피해 당사자인 요셉
뿐이다. 그가 관대한 사람이어서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다. 형들이 자신을 해코지 한 배경에는 하나님
의 손길이 있음을 알았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형들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진정한 용서라 생각했다. 진
정한 용서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이다. 진리를 알면 진리가 사람들을 자유케 하기 때문이다. 이 땅
에서 요셉이 해야 할 과업이 끝났다. 그는 마지막 여생을 가족들과 함께 보냈다. 그리고 나이 110세에
죽는다. 아버지 야곱이 147 세에 죽었고 요셉이 죽기 전 그의 형제들을 불러 유언을 한 것을 보면 요셉
은 상대적으로 짧은 생을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다음과 같이 유언을 했다.
“저는 이제 곧 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찾아 오실 것이고 여러분을 이 땅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요셉은 이집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손손 살아가야 할 땅으로 여기지 않았다. 종으로 와서 총리
에까지 올랐으며, 모든 이들이 부러워할만한 많은 것을 누린 그였지만 그럼에도 그는 늘 가나안을 그
리워했다. 그는 하나님이 이집트가 아니라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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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잊지 않았다. 그렇기에 이집트에서의 안락한 삶을 즐기기보다는 늘 가나안 땅을 사모했다. 그
의 형제들에 대한 유언은 사실상 경고에 가깝다. 이집트가 주는 풍요에 젖어 본향인 가나안을 잊지 말
라는 경고다. 그는 왜 죽음을 앞두고 이런 유언을 했을까? 히브리서 저자는 그 근원을 믿음이라고 말
하고 있다 (히 11:22 참조). 믿음은 약속을 기반으로 한다. 하나님의 언약에 기반을 둔 것이다. 하나님
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시고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다.
이스라엘은 가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왔다. 극심한 기근을 겪으면서도 야곱은 가나안을 떠날
생각이 없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 있고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
고는 생각을 바꾸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을 이집트로 초청한 사람은 요셉이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
이 계획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용해 그들을 이집트로 옮기신 것이다. 결자해지라는 말이 있
다. 앞으로 이들을 이집트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
도 모른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고된 강제 노역으로 신음하게
된다. 그 모든 과정을 거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셨고 그들의 고통이 극에 달한
시점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인류 구속의 의미를 설
명하신다. 그렇기에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모든 과정이 바로 우리의 구원 과정인 것이다.
형제들에게 유언을 한 요셉은 그를 둘러싼 후손들에게 맹세를 시키며 당부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
러 가나안으로 갈 때 반드시 자신의 뼈를 갖고 올라가라고 당부했다. 요셉은 열 일곱에 이집트로 왔다.
서른에 이집트 총리가 되어 80년간 권좌에 있었다. 요셉에게 있어 이집트는 의미있는 땅이다. 그는 그
곳에서 세상의 영욕을 모두 겪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이집트는 요셉이 그 뼈를 묻을만한 곳이
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약속의 자녀이고 그가 돌아가야 할 땅은 가나안이었다.
요셉의 이 유언에 따라 출애굽 당시 모세는 요셉의 해골을 챙겨 나왔고 (출 13:19참조), 광야 40 년 동안
그 뼈를 고이 간직하였다가 가나안 정복 후 세겜 땅에 묻는다 (수 24:32참조).
요셉은 이집트에서 죽었다. 그의 시신은 방부처리 되었고 이집트에서 입관하였다. 이렇게 창세기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을 맺는다. 많은 사람들은 요셉처럼 되려고 애를 쓴다. 요셉처럼 신실한 믿음을 지
니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세상의 높은 자리로 올라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다고 말하기도 한다. 뿐
만 아니라 많은 분들은 요셉을 절대선의 자리에 놓기도 한다. 그가 한 모든 일을 선하다고 생각하기에
그를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은 악으로 규정한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 보디발의 아내, 아내 말만 믿
고 요셉을 감옥에 가둔 보디발 등 그들 모두는 악이다. 그 대신 요셉의 잠재력을 알고 그를 총리로 임
명하고 그를 끝까지 믿은 바로는 선으로 본다. 요셉의 편에 서면 선이고 요셉의 반대편에 서면 악인 것
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느 쪽인가? 요셉을 종으로 팔리게 한 분도 하나님이고, 그를 감옥에 보낸
분도 하나님이시다. 물론 그를 총리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다. 요셉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이끌
려 삶을 살았다. 요셉의 삶이 그랬다면 그를 둘러 싼 모든 사람의 삶도 하나님의 뜻 아래 있어야 한다.
그렇기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은 선이다. 이제 요셉이 죽었다. 창세기는 원래 ‘모든 것의 시작’이라
는 뜻이다. 아담을 창조한 것도 시작이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시작이며, 요셉의 죽음도 시작이다.
과연 하나님은 요셉의 죽음을 통해 어떤 일을 시작하고 계시는 걸까?

묵상을 위한 질문
당신의 삶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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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세기 이야기를 끝내며 (토요일)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창세기는 이 위대한 선언으로 시작된다. 이 한 문장만으
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압도할 만큼 이 선언은 장엄하고 위대하다. 인간이 창조된 것은 여섯째 날이다.
그 전에 모든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인간들은 창조에 어떠한 기여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
치 대관식을 치르는 왕처럼 창조의 마지막 순간에 화려하게 등장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에게 피
조 세계의 통치권을 위임하셨다. 인간은 특별했고 모든 것을 임의로 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를 만끽했
다. 물론 단 하나 금지한 그 금단의 열매를 따먹기 전까지는 말이다.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에 손을 댄 순간부터 인간의 역사는 전혀 딴 방향으로 진행된다. 삶과 죽음
이 반복되고 경쟁과 질투가 일상이 되었다. 인간들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다. 능력을 키우
고 힘을 키워서 자신을 내세움으로 다른 사람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인간이 이 땅에서 스스로 높아
지려는 노력은 곧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가인과 그의 후손이 그랬고, 노
아 홍수로 멸망 당하기 전 사람들이 그랬으며,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그랬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비판하는 데는 빠르다. 그러나 그 어리
석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하는 데는 번번히 실패한다. 선악과를 먹은 인간
들의 내면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어떤 이들은 세상에서 출세해
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한다. 또 어떤 이는 경제적으로 많은 부를 쌓고, 권력의 정점에 오르며,
세상에서 명예를 얻으려 부단히도 애를 쓴다. 창세기는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
릴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나님은 불임 아내를 둔 소망없는 한 남자를 선택하신다. 형제들 모두 자손을 낳아 후손을 잇고 있는
데 하필이면 불임인 아내를 두어 자식 하나 없는 불쌍한 남자 아브람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 하나
님이 아브람을 택한 이유는 바로 그의 치명적인 결함 때문이다. 아브람은 절대로 스스로의 힘으로 후
손을 만들 수 없는 자였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으면 아브람은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 대책없는 인
간을 택하는 것을 시작으로 인류 구속을 위한 본격적인 역사를 만드신다.
아브라함의 인생은 도덕적으로 본받을만한 것이 별로 없다. 오히려 이 세상의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도덕적으로 하자가 많은 사람이다. 자식 문제로 그가 얼마나 조바심을 냈는지 그의 삶은 분명하게 보
여준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지만 사실 인생 내내 그의 믿음은 갈대처럼 흔들렸고 파란
만장한 삶을 살았다. 이삭도 마찬가지다. 이삭은 야곱의 속임수에 넘어가 말년에 두 아들의 운명이 바
뀌었고, 아내까지 합세해서 자기를 속였다. 게다가 두 아들이 서로 원수가 되어 한 명은 야반 도주를
했고 한 명은 제멋대로 살아갔다. 이삭이 죽기까지 네 식구가 정답게 모여 살았다는 기록은 없다. 야
곱의 인생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늘 남의 뒷다리나 잡고 살았던 사람이 야곱이다. 그런 그가 외삼촌 라
반이라는 강적을 만나 제대로 사기를 당한다. 아들들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목숨의 위협을 받기도 하
고, 막내를 낳는 과정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기도 했다. 맏아들 르우벤은 자신의 첩과 동
침을 하기도 하고 사랑하는아들 요셉의 실종을 경험하기도 한다. 도대체 하나님이 택한 자들의 인생
이 다들 어찌 이 모양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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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의 조상 유다는 어떤가? 그는 며느리와 동침해서 쌍둥이 아들까지 낳았다. 그리고 그 아들의 후
손으로 예수님이 태어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좀 내용을 감수하고 교훈적인 내용만 기록해도
되었으련만 창세기 기록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인간들의 욕망, 연약함, 부도덕한 민낯을 있
는 그대로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성경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의 모범적 사례를 보여주려는
책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 하
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걸 보여 주는 책이다. 그렇기에 창세기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준다. 생명의 위협이 오면 아내까지도 다른 남자에게 팔아 넘길
수 있는 인간, 세상의 좋은 것들에 취해 하나님의 약속 쯤은 쉽게 저버릴 수 있는 인간, 욕정을 참지 못
해 기꺼이 창녀와 하룻밤을 보내는 인간, 불타는 질투심으로 사랑하는 동생까지도 팔아먹고 태연스
레 아버지마저 속이는 인간들…하나님은 그런 인간들을 통해 구속 역사의 시작을 열어가신다.
창세기에는 기독교 신앙의 정수가 들어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뛰어나고 인격이 고매한 사람들을 택
해 구속 역사를 시작하지 않으셨다. 오히려 가장 하자 많고 나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면 창세기는 기독
교 신앙의 정수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예수님도 의인을 부르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
다고 하셨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그렇다. 변방 갈릴리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을 부르셔서 3년 반의 공생애 기간 동안 함께 하셨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
음을 맞이하던 순간에는 그들 모두는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 버렸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끝까지 붙
드셔서 교회의 기초로 삼은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다. 창세기는 창조
로 시작해서 죽음으로 끝나지만, 그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구속의 시작이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하나
님의 위대한 부르심으로 신앙을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스스로가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무능
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모두는 반드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게 돼 있다. 그렇
기에 요셉으로 대변되는 죽음은 바로 우리 자신의 죽음이다. 당신은 창세기를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
가? 비로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달았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성
경의 첫 장을 성공적으로 읽어냈다. 앞으로도 성경의 다른 이야기들을 통해 계속해서 십자가로 나아
가는 경험을 지속하기 바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그 땅에 이를 때까지 쉬지 말고 정진해 나가
기를 기도한다.

묵상을 위한 질문
창세기 본문 전체를 통해 당신이 깨닫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당신은 어떤 존재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
입니까? 당신의 삶을 통해 그분이 하고 계신 일은 무엇일까요? 당신의 삶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재해
석해 보며 그분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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