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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을 이길 이유”
창세기 39:21-40:8(구약 62)

◾마중물

 ∘불안에 길든 우리

  -철부지 요셉과 형제들의 불안

  -노예로 추락

 ∘요셉만 노예인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상한가 노예

  -열등감의 노예

◾상한가�노예

 창 39:2-3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3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

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요셉의 편이라면

  -노예로 팔려 가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탈출, 복수, 승리 …

  -( 상한가 ) 노예가 하나님의 응답?

  -철부지 ( 요셉 )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남



 ∘요셉의 다른 점

  ‘하나님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

◾불안�회피

 ∘불안에 진 사람, 이긴 사람, 회피하는 사람

  39:21-22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

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2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

로 그 제반 사무를 요셉이 처리하고” 

  요 13:1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시 118:18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

도다” 

 ∘불안을 회피하는 사람들

  -먹고, 놀고, ( 과시 )

 ∘불안을 이기려면, ‘상반 행동 강화’를 해야! 

  히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요셉의 ‘상반 행동 강화’

  23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

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실력 + 하나님



  7-8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8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

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점쟁이, 법사, 주술가 등의 해석은 또 다른 ( 불안 )일 뿐 

  45:5 “당신들이 나를 이 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

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신자의 공익적 삶

◾흘려보내야�할�생명수

 ∘모든 조개가 진주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 

  -이물질 + 나카 = 진주



삶을 드리기 위하여

말씀/질문 오늘 설교를 통해 얻은 깨달음이나 다짐, 또는 질문을 기록해봅니다.

기도
설교를 통해 얻은 깨달음을 실천하기 위한 한두 가지의 기도 제목을 
정하여 기록하고, 한 주간 기도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