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셉의 밤, 아침<창세기 41:9-24>
* 여러분의 인생을 하루로 본다면 지금의 상황은 하루 중 어느 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
늘 본문은 요셉의 밤, 새벽, 아침으로 진행되는데 비대면 예배로 드려지는 예배이지만 집중하
셔서 여러분의 신앙이 밤을 지나 아침을 맞이하는 신앙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
다.
1) 요셉의 밤(창세기37, 39장)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자신들을 찾아 간 형들의 손에 의해 웅덩이에 빠졌다가 노예로
팔려가는 밤,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살았으나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의로움으로 모
함을 받고 감옥에 있었던 3년의 삶은 점점 깊어지는 밤입니다. 우리도 살다보면 하나님이 허
락하신 웅덩이도 있지만 인간관계의 억울함, 물질, 건강 등의 웅덩이가 있고 착하고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았는데 꼬이는 삶, 엉뚱한 배반과 결과로 오는 삶의 밤이 있습니다. 요셉
에게 더 깊은 밤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고 나가게 되면 자신을 기억해 주어 감옥
에서 꺼내주길 부탁하고(40:14-15) 기다리는 그 시간 2년은 희망이 보이는데 절망인 상태인
희망고문의 시간으로 최고의 깊은 밤입니다.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자리로 회복 되
어 요셉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창세기40:23) 요셉은 자신을 노예로 판 형들을 향해
미움도 증오심도 가지지 않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면서 고통의 세월을 보내는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밤에 부르는 하나님의 노래를 배워야
합니다(욥기35:10) 우리가 어둡고 깊은 밤 웅덩이에 빠진 채 오랜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을 의
심하고 원망하게 되는데 이 때 부르는 노래가 밤에 부르는 노래이며 이 때 드리는 기도와 예
배가 밤에 드리는 기도이며 예배, 밤에 깨닫는 말씀으로 이 때 우리 신앙의 체계가 작동을 하
고 믿음이 움직여야 신앙이 잡히고 현실적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어둡고 캄캄
한 밤에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단련하시어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시편105:17-22) 깊은 밤일수
록 밤에 부르는 노래를 배우고 기도를 드리고 말씀으로 이기며 인내를 이루십시오. 어두운 밤
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비젼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이해할 수 없는 어두운 깊은 밤 더 깊은 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리고 사람
에게 부탁하거나 도움을 받을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셉과 같은 희망고문을 당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은 사람의 계획에 따라 움직이시는 하나님
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해결됨을 믿어야 영적인 사람입니다.
2) 요셉의 새벽(41:1-45)
술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린 2년의 시간은 요셉의 가장 깊은 밤으로 요셉의 이른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싸인 입니다. 아무도 해석하지 못한 바로의 꿈을 해석해줄 사람을 찾다
가 술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해 내는데 이것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술 관원장의 말을 들은 바로왕은 요셉을 급히 부르고 요셉은 바로 왕 앞에 섭니다. 위기나 고
난의 임계점이 있고 꿈과 비젼에도 임계점이 있습니다. 요셉이 30살이 되었을 때 임계점이 되
어 바로가 꿈을 꾸고 술관원장이 기억해 내어 바로의 앞에 섰던 것처럼 성경과 인내와 감사로
인내와 연단을 이루고 회개와 치유로 임계점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요
셉이 임계점까지는 30년이 걸렸지만 임계점을 이룬 후에는 한나절 만에 꿈을 이룹니다. 골리
앗을 이긴 다윗, 홍해의 갈라짐, 여리고성의 무너짐 이 모든 것이 임계점을 이룬 후의 사실입
니다. 여러분 고난과 위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밤에 부르는 찬송과 기도와 말씀

으로 임계점을 지나 새벽의 승리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며 다가올 풍년과 흉년을 예비할 것을 말합니다. 꿈의 사람은 꿈을 해석하기도 하지만
현실 속에서 찾아내고 꿈을 대처할 수 있는 실제적 방안을 찾아내기도 하는데 이런 사람이 교
회와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교회와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주님
의 말씀을 등불 삼고 버티고 견디며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믿음으로 적용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정답을 주십니다.
3) 요셉의 아침(41:46-57)
요셉의 꿈 해석에 감동을 받은 바로왕은 요셉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이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며 버금수레를 태우고 애굽의 총리로 임명합니다. 깊고 어두운 밤을 지
나 새벽을 맞이하고 아침을 맞으니 감옥의 죄수가 버금수레를 타는 총리가 됩니다. 우리는 밤
에 부르는 노래와 기도와 말씀과 예배의 영적 원리를 배워 천국의 버금수레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애굽은 요셉의 생각대로 행하여 먹을 것이 풍족했으나 다른 나라는 기근으로 먹을 것
이 없어 애굽으로 먹을 것을 사러 옵니다. 요셉 한 사람의 꿈과 사명이 수천 명을 살리고 한
사람의 밤의 노래와 기도와 말씀을 배움과 한 사람의 영적인 새벽과 아침을 맞음이 나라를 구
하고 민족을 이루는 위대한 일을 했지만 영적으로 큰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요셉
가문이 아니라 실수도 있고 며느리를 통해 아들을 낳은 부끄러운 족보의 유다 가문에서 메시
아가 탄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수치와 가문의 비밀과 죄악까지 용서하시는 체휼하신 그
긍휼의 사랑으로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요셉처럼 나라와 민족을 구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복음
을 위해 살고 유다처럼 하나님의 대를 이어가고 구속사를 이어가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시고 코로나 사태의 깊은 밤을 노래와 말씀과 감사 속에서 요셉처럼 유다
처럼 아름다운 복과 은혜를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