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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말씀묵상교재 #21-03 (2021년 1월 20일) 

진행순서 : 기도 ➔ 찬송 ➔ 성경봉독 ➔ 말씀묵상 ➔ 은혜묵상 ➔ 개인/ 합심기도 ➔ 주님기도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377장(신, 449), 383장(신, 336)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105편 16~25절을 천천히 합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근사하지 않은 길) 

1.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하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사나이”로 이해합니다. 참 훌륭하고 

늠름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애굽을 7년 대흉년에서 구할 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굶주림과 주려죽음(餓死)에서 구한 “구원자”의 이미지로 그려지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요셉은 이스라엘의 영웅입니다. 이렇게 요셉을 이해할 때, 놓쳐서는 않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요셉이 지나갔던 걸음입니다.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어떻게 애굽과 

주변의 나라들을 구했으며, 자기의 가족을 구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영광스러운 모습에 매료당하여 그윽히 바라보는 것이 쉽고 편하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과정을 생략하고 싶은지 모르겠습니다. 

2. 본문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 방점 곧, 강조점을 찍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구원자로 준비하시려고 애굽에 보내셨다고 하는 대목 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7절에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라는 표현을 말합니다. “종”이 된 요셉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볼 때, 어색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그는 완전한 “종”으로 “그 발이 

착고에 상하며, 그 몸이 쇠사슬에 매였”고(18절), 그렇게 종으로 사는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곧, 하나님의 때까지(19절)였습니다. 이후, 그는 “방석”되어서(20절) “열방의 

통치자”인 바로의 “집의 주관자”가 되었고 “그 모든 소유를 관리”하였습니다(21절). “임의로” 

통치하는 막강한 권력의 행사자(行使者)가 되었습니다(22절). 그리고 “기근”(16절) 속에 살아가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 곧, 이스라엘과 모든 식구들을 불렀고(23절), 그들은 

애굽에 힘있게 정착하여 애굽사람들보다 더 강하게 되었습니다(24~25절). 

3. 하나님의 강조점은 총리로서가 아닌, “종”으로서 애굽에 팔려간 “요셉”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길은 구원을 위한 길이면서 고난의 길이었음을 드러내십니다. 

쉽게 이루어진 길이 아닌, 고통을 동반하는 괴롭고 힘든 길을 그려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 

4. 아울러 그 길은, 그로부터 약 1500년후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구원을 완성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걸음(십자가와 부활)을 미리 그려주시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은 근사하지 않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무너지고 주저앉고 약하디 약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걸음을 놓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사 53:2)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표현했지요. 그러나, 그 길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물론, 요셉이 총리가 된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구원자로 등극하셨지요. 

❖ 은혜 묵상 

1.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근사하지 않은 길은 여전히 지속되어야 합니다. 별로 

달갑지 않지만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걸어야 하는 삶이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2. 애굽에 내려가서 구원받은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근사하지 않은 길을 걸어가야 하는 사람이 된 

것이 기쁘시고 감사하신가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대한 감사함이 있으신가요?  

3. 우리가 이 근사하지 않은 성도의 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삶에서 나누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경험하고 확신할 수 있도록 기도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 기도하기 – 묵상한 내용을 살피면서, 천천히 기도하신 후, 주님기도로 묵상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