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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mon:  The faithfulness of Joseph

■ 오늘의 본문말씀 : 창세기 39:2
『Genesis 39:2』 2 And the LORDwas with Joseph, and he was a prosperous man; and he was in the house of his master
the Egyptian.
『창세기 39:2』 2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므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

있더라.
Thismorning I want to take a practical look at amanwho had every reason to quit. 오늘아침저는중도에

포기할 모든 이유가 있었던 한 남자의 예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He could have easily looked at the circumstances around him and said I quit. 그는자신을둘러싸고있는

상황을 바라보고 “나는 포기할래”라고 쉽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I will not do what’s right I am through. 내가 지금까지 해 왔던 옳은 일을 하지 않을거야.
Today we will look at the life of Joseph and see how his faith helped him become second in command

of the whole world. 오늘우리는요셉을삶을통해, 그의 믿음이 그가온 세계 권력의이인자가되도록어떻게
도움을 주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od will bless those who are faithful. Sometimes we must go through a long valley before we can see
those blessing. 하나님께서는신실한자에게복을주십니다. 때로는우리가그러한복을보기까지긴골짜기를
지나야 합니다.

1 Joseph as a boy소년 요셉
『Genesis 37:3』 3 Now Israel loved Joseph more than all his children, because he [was] the son of his old age: and he
made him a coat of [many] colours.
『창세기 37:3』 3 이제이스라엘이 자기의모든자식들보다요셉을 더 사랑하였으니 이는 그가 노년에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1.1 Favoritism of Jacob요셉에 대한 편애
Joseph was the oldest child of Rachel. 요셉은라헬이낳은첫째아들이었습니다. He was however the 11 Boy
of 12 boys. 하지만 그는 12명의 아들 중 11번째였습니다.

Joseph was loved the most of all the sons by Jacob. 요셉은 모든 아들 중에서 야곱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
습니다.

This created a great deal of strife and Hatred among the boys. 이는 야곱의 아이들 사이에 많은 싸움과
미움을 낳았습니다.

His brothers hated Joseph because his Father showed him the greatest Favor. 그의형들은아버지가요셉
에게 가장 큰 호의를 베풀었기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As Parents this is a dangerous thing. 부모로서 이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It can be easy to show favoritism towards a child who shares your interest and likes. 우리는특히좋아하

는 한 아이를 편애하기 쉽습니다.
We must be careful not to create strife in our families. 우리는가정에서싸움이일어나지않도록주의해야

합니다.
Jacob created the strife between Joseph and his brothers. 야곱은 요셉과 형들 사이에 싸움이 일어나도록

만들었습니다.
It is very easy to create this strife in our homes by showing favoritism. 부모가 한 아이를 편애함으로써

집 안에 분쟁이 쉽게 일어납니다.
For me this is a thing I work on a lot. 제게 이것은 많이 신경써야 할 일이었습니다.
My boys are all very different. 우리 아이들은 다 다릅니다.
I can relate the most with my oldest because he is an intellectual. 제큰아들은지적이어서, 저는그와제일

잘 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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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 thinks through things. 그는 일들을 곰곰히 생각합니다.
He loves school and learning to read and do math. 그는 학교에 가서 읽고 계산하는 것을 배우기를 좋아

합니다.
I can relate to him very easily. 저는 그와 아주 쉽게 통합니다.
However, my middle child is very different. 하지만, 제 가운데 아이는 아주 다릅니다.
He is an act first think later type of personality. 그는 먼저 행동하고 나중에 생각하는 성격입니다.
He allows his emotions to drive his actions. 그는 자신의 감정이 행동을 움직이도록 합니다.
It is easy to show favoritism towards my oldest and overlook my middle child. 전 큰 아이를 편애하고

가운데 아이를 소홀히 여기기 쉽습니다.
As a parent who wants my boys to grow up loving God and loving people I must be the example of

how they can appreciate the differences in people. 아이들이하나님을사랑하고사람들을사랑하는사람으로
자리기를바라는부모로서, 저는그들이사람들사이의차이를어떻게생각할지에대한본보기를보여야합니다.

Joseph’s father caused the hate and bitterness found in the brother’s hearts. 요셉의 아버지는 형제들의
마음 속에 미움과 괴로움을 만들었습니다.

1.2 The Hatred of his brothers형들의 증오
God had a chosen purpose for Joseph. 하나님께서 요셉을 선택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He granted Joseph dreams to show him what was to come. 하나님은 요셉이 다가올 일을 보여주는 꿈을
꾸도록 하셨습니다.

This made his brothers hate him even more. 이것은 형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도록 만들었습니다.
The dreams said that His brothers and parents would bow before him someday. 그 꿈은 그의 형들과

부모가 장차 자신에게 절을 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Genesis 37:11』 11 And his brethren envied him; but his father observed the saying.
『창세기 37:11』 11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하였더라.
He did nothing wrong other than be obedient. 그는 순종한 것 밖에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From the beginning Joseph had opportunities to allow those around him to affect how he lived his life.

처음부터 요셉 주위의 사람들이 요셉의 삶에 영향을 줄 수 많은 기회가 있었습니다.
Yet he chose to be faithful and obedient to his authority.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권위자에게 순종하며

신실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The world will do whatever it can to try and get us to wander from God.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방황하도록 무슨 일이든 할 것입니다.
They will chide us and bombard us with insults.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하고 욕설을 퍼붓는 것도 서슴치

않을 것입니다.
They will prod us to do wrong. 그들은 우리가 잘못하도록 쑤셔댈 것입니다.
With Joseph they did whatever they could to get rid of him. 사람들은요셉을제거하기위해온갖일들을

했습니다.
Joseph still chose to be faithful even when it seemed things could not get better. 요셉은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을 때도 여전히 신실하기를 선택했습니다.

2 Joseph Faces Major Temptation요셉이 중대한 시험에 직면하다.
『Genesis 37:28』 28 Then there passed by Midianites merchantmen; and they drew and lifted up Joseph out of the pit,
and sold Joseph to the Ishmeelites for twenty [pieces] of silver: and they brought Joseph into Egypt.
『창세기 37:28』 28 그때에 미디안 족속 상인들이 거기를 지나가므로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려

은 스무 개를 받고 이스마엘 족속에게 요셉을 파니 그들이 요셉을 데리고 이집트로 갔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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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Joseph sold into Slavery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We know the story Joseph His brothers sold him into slavery and he was taken to Egypt to be sold.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아, 그가 이집트로 가게 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In Chapter 39 we see Joseph being sold to Potiphar. 39장에 요셉이 보디발에게 팔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We also see that God was with Joseph and made him to prosper. 또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하게 하신 일도 보게 됩니다.
Even in a foreign land Joseph did what was right. 이방 땅에서도, 요셉은 옳은 일을 했습니다.
He chose to be obedient to what he had been taught and was blessed for it. 그는 그가 배웠던 것들에

순종하기를 선택했고, 그것으로 인해 복을 받았습니다.
Joseph quickly became the overseer of Potiphar’s house.: 요셉은 곧 보디발의집을 감독하는사람이되었

습니다.:
『Genesis 39:5』 5 And it came to pass from the time [that] he had made him overseer in his house, and over all that

he had, that the LORD blessed the Egyptian’s house for Joseph’s sake; and the blessing of the LORD was upon all that
he had in the house, and in the field.
『창세기 39:5』 5 그가 그를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은 뒤부터 주께서 요셉으로

인하여그이집트사람의집에복을내리셨으므로주의복이그의집과들에있던그의모든소유에임하니라.

2.2 Flee from Sin죄로부터 도망
Whenever things are going good it is easy to be obedient to God. 일들이잘될때는하나님께순종하는것이
쉽습니다.

It is when things get tough that we tend to leave God’s side.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떠나는 경향을 보일
때는 일이 어려울 때입니다.

We see that Joseph was going to be put to the test. 요셉은 시험을 받는 상황에 놓여지고 있었습니다.
His character was going to be tried. 그의 인물됨이 시험을 받게 되었습니다.
Character is what you are when nobody is watching. 사람의 인물됨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그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Joseph was tested where many fall. 요셉은 많이 사람들이 넘어지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Genesis 39:11-14』 11 And it came to pass about this time, that [Joseph] went into the house to do his business;

and [there was] none of the men of the house there within. 12 And she caught him by his garment, saying, Lie with
me: and he left his garment in her hand, and fled, and got him out. 13 And it came to pass, when she saw that he had
left his garment in her hand, and was fled forth, 14 That she called unto the men of her house, and spake unto them,
saying, See, he hath brought in an Hebrew unto us to mock us; he came in unto me to lie with me, and I cried with a
loud voice:
『창세기 39:11-14』 11 이럴 즈음에 요셉이 자기 일을 보러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안에 그 집 사람들이

하나도 없더라. 12 그녀가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함께 눕자, 하니 그가 자기 옷을 그녀의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매 13 그가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아감을 그녀가 보고 14 자기 집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함께 누우려고 내게로 들어오기에 내가 큰 소리로 외쳤더니

Joseph could have easily fallen for her trap but he chose to flee. 요셉은그녀의덫에쉽게빠질수있었지만
도망하기를 선택했습니다.

Paul warned Timothy to flee youthful lust. 바울은 디모데에게 청년의 정욕에서 피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2 Timothy 2:22』 22 Flee also youthful lusts: but follow righteousness, faith, charity, peace, with them that call

on the Lord out of a pure heart.
『디모데후서 2:22』 22 또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Joseph chose to flee the temptation laid before him, rather than fall to it. 요셉은 자신 앞에 놓인 유혹에

빠지기 않고, 피할 것을 선택했습니다.
His obedience was on full display here. 그의 순종이 여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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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ur Christianwalk sometimes the best thingwe can do is flee fromTemptation. 우리가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유혹에서 도망하는 것이 최선일 때가 있습니다.

We may think I can handle this and that is the point when Satan sinks the hooks in deep. “나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탄이 당신을 깊숙히 끌어들이려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The cost of Joseph’s obedience was a one-way trip to prison. 요셉이 순종함으로 치른 비용은 감옥으로의
편도 여행이었습니다.

You may think this obedience thing doesn’t seem to be getting Joseph anywhere. 여러분은 이 순종이
요셉의 상황을 낳아지게 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Verse 21 of Chapter 39 says, 39장 21절은 말합니다,
『Genesis 39:21』 21 But the LORD was with Joseph, and shewed him mercy, and gave him favour in the sight of

the keeper of the prison.
『창세기 39:21』 21 ¶ 그러나 주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고 그에게 긍휼을 보이사 감옥의 간수의 눈앞에서

그에게 호의를 베푸시매
I would rather be in a prison and have the Lord be with me than be in sin and God be nowhere near.

저는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지 않는 것 보다 차라리 감옥에 들어가 주께서 저와 함께 있는 편이
낳습니다.

Joseph had the presence of the Lord with him and was being provided for by God. 주께서 그와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는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 공급받았습니다.

What seemed an ill fate for Josephwould soon be salvation for the world. 요셉은나쁜운명을가진것처럼
보였으나, 그것은 곧 세상을 위한 구원이 됩니다.

3 Joseph Provided wisdom by God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시다.

3.1 Faithful in Prison감옥 안에서 신실함
At this point in the story I fear many of us would have given in. 이야기가이쯤되면, 두렵게도많이사람들이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We would have come to the point that we decided to crawl into the corner of the prison and die. 감옥
구석으로 들어가 거기서 죽기를 결심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을 지 모릅니다.

We know that Joseph didn’t, and God gave him favor in the keeper’s eyes. 알다시피. 요셉은그렇게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간수의 눈에 들도록 호의를 베푸셨습니다.

Joseph was faithful even in the darkest points of his life. 요셉은 그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점에서도
신실하였습니다.

Even in his deep despair he was concerned for others. 절망의나락에서조차, 그는남들을염려하였습니다.
In our own lives when we start helping others we begin to realize that our own problems pale in com-

parison.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남들을 돕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자신의 문제가 한 가득인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Joseph’s obedience came in that he was willing to be used by God in whatever capacity God would see
fit. 요셉은 하나님께서 맞다고 생각하시는 분량이면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도록 순종하였습니다.

In Potiphar’s house he served. 보디발의 집에서 그는 섬겼습니다.
In Prison he cared for others. 감옥에서 그는 남들을 돌보았습니다.
He was faithful even when it seemed he could not win. 그는 이길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 조차 신실하였

습니다.
Joseph sat in prison for 2 years before he was released. 요셉은 풀려나기까지 2년 동안을 감옥에 있었습

니다.
Joseph was called to interpret Pharaoh’s dreams. 요셉은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In doing so Pharaoh made Joseph number two in all Egypt. 그렇게 해서 파라오는 요셉을 이집트의 제

이인자로 임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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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d blessed Joseph faithfulness. 하나님께서 요셉의 신실함에 복을 주셨습니다.

3.2 Faithful as royalty충성으로서의 신실함
Josephwent from a pit in the wilderness to overseer of Potiphar’s house, to prison, to number 2 in the whole
world. 요셉은광야의구덩이에서보디발의감독이되었고, 감옥의죄수에서온세상의제 2인자가되었습니다.

Don’t get me wrong I am not saying that God will bring us into power like he did Joseph.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권력을 주실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God will however be able to use us as long as we are faithful to him. 하지만하나님께서는우리가그분께
신실하는 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God’s plan was for Joseph to save the world from starvation.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이 세상을 기아에서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Had Joseph been disobedient God would have risen up someone else, or he would have wiped out the
whole world with famine and raised up a new people. 요셉이순종하지않았다면, 하나님께서는다른누구를
세우셨거나, 아니면 온 세상을 기근으로 쓸어버리고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셨을 것입니다.

Either way God’s plan for Joseph was possible because Joseph was faithful. 요셉에대한하나님의계획은
요셉이 신실하였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He was obedient to his father. 요셉은 아버지에게 순종하였습니다.
He ran from temptation and he didn’t quit when things seemed bleak. 그는 유혹으로부터 달아났으며,

상황이 암울하게 보여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Joseph lived his life as an example to us. 요셉은 우리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4 Conclusion결론
If we are going to be used by God we must show ourselves faithful to his word.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으려면, 우리는 자신의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Faithful to his Church. And Faithful to him. 하나님의 교회에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함.
There will be times in our lives that we don’t understand why bad things are happening. 살다보면 왜

그렇게 나쁜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Know that God may be testing us like he did Abraham and Joseph and Job. 하나님께서아브라함과요셉

과 야곱에게 하셨던 것 처럼 우리를 시험하고 계실지 모른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God may be sending us through the refiner’s fire that we might come forth as gold. 하나님은 아마도

우리를 정련공의 불길 가운데로 보내셔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려고 하십니다.
Are you willing to allow God to mold you? Are you willing to be faithful to him no matter what? Or are

we going to quit when the road gets tough? Joseph was able to be faithful because of his faith in the Lord.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빚으실 수 있도록 허락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신실하시겠습
니까? 아니면 길이 험할 때 포기하시렵니까? 요셉은 주 안에서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신실할 수 있었습니다.

This morning the first step to faithfulness is Salvation. 신실함에이르는첫걸음은구원을받는일입니다.
I knowwe did not talk about salvationmuch this morning, but if you don’t know you are on your way to

heaven that is the most important decision you can make in your life. 오늘아침구원에대해서는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천국에 갈 것이 확실하지 않다면, 구원이야말로 여러분의 삶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정입니다.
『John 3:16』 16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at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that whosoever believeth in him

should not perish, but have everlasting life.
『요한복음 3:16』 16 ¶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Receiving the gift of Salvation is the first step in being faithful. 구원의선물은받는것이신실함에이르는

첫 걸음입니다.
Christian would the Lord find you faithful? 그리스도인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서 신실함을 발견하

도록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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