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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seph: From Pit to Prime-Minister of Egypt  바닥 인생에서 이집트의 총리가 되다 (창 41:1-41)

The Glory of God’s Timing
We finished chapter 40 with Pharaoh’s cupbearer set free & his chief baker executed just as 
Joseph had said would happen in his interpretation of their dreams. Before the cupbearer got 
out, Joseph asked that he might mention his plight to Pharaoh. But the chapter ended telling 
us that ‘the chief cupbearer did not remember Joseph, but forgot him.’ 

He was restored as Joseph had said, but sinned against Joseph by forgetting… Yet, what we 
see in this passage is the glory of God’s sovereign timing of events. Two more years of 
humbling in prison….after more than a decade of testing & humbling in Egypt was the slow 
season of God’s timing to prepare Joseph for the sudden moment of his elevation to 
prime-minister.

In the seasons of our own lives, there are two particular temptations: 
when we’re enduring protracted trials as in last week’s clock analogy it can be to think that 
God has abandoned us…yet just as dangerous is the temptation in the high season of success 
to forget the Lord…to grow proud & attribute triumph to our own power.

What does the current season reveal about the quality of our faith? The unprecedented trial of 
this present time in many ways means we’re all enduring a season of trial & the temptation for 
us is to grow weary…to lose heart. Yet we can take heart — as for Joseph — so for us — the 
Lord’s way in life’s hard seasons is to build character….to prepare us for particular opportunities 
by His sovereign hand to glorify Him 

하나님의 이밍의 영광
40장에서 우리는 요셉이 해석한 꿈의 내용과 같이,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나고, 빵 굽는 
관원장은 사형당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풀려나가기 전에, 요셉은 이 
관원장에게 부탁하기를 자신의 억울함을 바로에게 말해달라 했습니다. 40장 마지막에서 구절에서는 이처럼 
그 이야기를 마무리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이 관원장은 요셉의 해석대로 다시 복직하게 되나, 요셉을 잊어버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오늘 
구절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또한 하나님 섭리의 영광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감옥에서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보내는 것과 이집트에서 수십 년이라는 시간 동안의 시험은,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의 시기적절한 섭리였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두 가지 유형의 유혹을 때로는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오랜 시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유혹과… 또 다른 유혹은, 삶이 잘 풀리고, 순탄한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을 잊고, 거만해 져서 이런 공로를 우리의 능력에 돌릴 때입니다. 

지금 처해있는 인생의 상황이 우리의 신앙의 질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나요? 전례에 없던 현 시련을 통해 
많은 사람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며, 이런 상황 가운데 유혹은, 지치며 낙심하려 함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힘 낼 수 있음은, 이런 인생의 시련은 연단된 인격을 형성하기 위함이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에게 영광을 돌릴수 있는 특별한 기회에 대비시키시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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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low Season’ of Sovereign Timing (1-13)
• Pharaoh’s Dreams, the Cupbearer’s ‘Confession’
v1, ‘After two whole years…Pharaoh dreamed that he was standing by the Nile, and behold, 
there came up out of the Nile seven cows attractive and plump, and they fed in the reed grass. 
And behold, seven other cows, ugly and thin, came up out of the Nile after them, and stood by 
the other cows on the bank of the Nile. And the ugly, thin cows ate up the seven attractive 
plump cows. And Pharaoh awoke.’

Pharaoh feel sleep again & had a second dream — with the same pattern, except the cows 
were replaced with ears of grain — 7 plump ears on one stalk devoured by 7 thin & 
wind-blighted ears that sprouted after them.
V8, ‘In the morning his spirit was troubled and he sent and called for the magicians of Egypt 
and all its wise men. Pharaoh told them his dreams, but there was none who could interpret 
them to Pharaoh.’

‘After two whole years’ of the cupbearer’s forgetfulness, the Lord sent two dreams to Pharaoh. 
The word here conveys that Pharaoh was disturbed & agitated…enough to motivate him to seek 
urgent help from the magicians (who were the occultists/astrologers of the day) & the wise 
men — those who’d distinguished themselves in learning & understanding. But the text tells us 
that none could interpret the dreams…One among them had an uneasy conscience…though we 
see him use the occasion to his advantage…

V9, ‘Then the chief cupbearer said to Pharaoh, “I remember my offences today. When Pharaoh 
was angry with his servants and put me and the chief baker in custody in the house of the 
captain of the guard, we dreamed on the same night, he and I, each having a dream with its 
own interpretation. A young Hebrew was there with us, a servant of the captain of the guard. 
When we told him, he interpreted our dreams to us, giving an interpretation to each man 
according to his dream. And as he interpreted to us, so it came about. I was restored to my 
office, and the baker was hanged.’

느려만 보이는 하나님 섭리의 시기
Ÿ 바로의 꿈, 술 맡은 관원장의 고백. 
1~4절 ”만 이 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 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일곱 암소가 
강 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일곱 암소가 나일 강 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 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이 꿈을 꾼 후 바로는 바로 다시 잠이 들었고 두 번째 꿈을 꾸게 됩니다, 이는 첫 번째 꿈과 같은 
패턴이었으나, 소 대신 이삭이 등장합니다. 이 꿈 가운데 마른 일곱 이삭이 풍성한 일곱 이삭을 삼키는 
꿈이었습니다. 

8절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대해 잊은지 2년이 지난 후, 주님께서는 두 개의 꿈을 바로에게 보내십니다. 
바로는 자신이 꾼 꿈 때문에, 마음이 심히 뒤숭숭하였고, 그래서 점술가들과 지식 있는 자들을 불러 
이들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이 가운데 마음이 편치 못한 
한 사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 가운데 이를 바로에게 잘 보일 기회로 삼습니다…

9~13절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곳에 친위대장의 종 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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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Lord’s timing, the absent minded cupbearer reenters the scene…with a selective retelling 
of the story…designed to maximise his standing in Pharaoh’s eyes. It’s as if the cupbearer had 
been the active agent in telling Joseph…there’s nothing about Joseph’s plea to him to be 
remembered…that would have been to admit his own failure…now suddenly when he stood to 
benefit…he was very forthcoming…This helps us understand that poor character & the 
incompetence that marked the cupbearer were mere tools that the Lord used for 2 more years 
of Joseph’s character honing…+ now ….. even the Lord is even able to use the flaws in the 
cupbearer in His sovereign timing to raise Joseph to prominence

If the cupbearer had shown integrity & care towards Joseph in his prison request…& Joseph 
had been released when he wanted 2 yrs earlier…the occasion may never have arrived that 
would have made for this dramatic encounter before Pharaoh.

The ‘Sudden Season’ of Sovereign Timing (14-41)
• Joseph’s God-Honouring Interpretation (14-32)
v14, ‘Then Pharaoh sent and called Joseph, and they quickly brought him out of the pit. And 
when he had shaved himself and changed his clothes, he came in before Pharaoh. And Pharaoh 
said to Joseph, “I have had a dream, and there is no one who can interpret it. I have heard it 
said of you that when you hear a dream you can interpret it.”
Joseph answered Pharaoh, “It is not in me; God will give Pharaoh a favourable answer.”

God had arranged the situation to the finest detail to bring Pharaoh to the point of relying on 
the only one who had power to help him. Notice Joseph’s remarkable answer that confirms his 
God-glorifying, self-denying faith. ‘It is not in me’…it’s one word in the original….to make His 
response more striking.

He follows up by saying who is able & willing — “God will give Pharaoh a favourable answer” 
(‘favourable’ = the Hebrew word, ‘shalom’) …. an answer to bring peace to Pharaoh’s troubled 
mind.

주님의 섭리로,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요셉에 대해 떠오르게 되고, 그는 자신의 실수를 감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로에게 요셉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이런 관원장의 잘못된 성품과 어리숙함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요셉을 감옥에 2년 더 있게 하심으로 그를 단련하시고, 이제 더 나아가 주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을 높이십니다. 

만약에 이 관원장이, 그 신실함 가운데 요셉을 챙겨주었더라면, 요셉은 감옥에서 2년 일찍 풀려났을 수도 
있으나 바로 왕과의 극적인 만남은 성사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의의 극적인 타이밍 (14~41)
Ÿ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요셉의 꿈 해석. 
14~16절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 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 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세세하게 인도하셔서, 바로로 하여금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에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가운데 요셉의 답변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이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답변이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요셉은 여기서 이런 바로의 꿈을 해석하시고, 기꺼이 그리 행하실 하나님에 대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라고 말씀할 때, “편안한”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는 이 꿈 해석이 바로의 근심에 평안을 안겨 줄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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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int for us is that when the Lord humbles us through the slow season of preparation, He 
readies us for the seasons of sudden — often unexpected opportunities to glorify him on a 
larger scale. + when such times occur in His good pleasure to shine the spotlight of earthly 
attention on us His servants, He calls us to honour Him by making much of Him & nothing of 
ourselves.

Too often we fall into temptation to doubt His goodness in trial or bring glory to ourselves in 
triumph. As the second verse from Kate Wilkinson’s 1925 hymn, ‘May the Mind of Christ’ says 
May the Word of God dwell richly, in my heart from hour to hour, so that all may see I triumph 
only through his pow’r.*

Well, Pharaoh recounts the two dreams to Joseph & adds the detail that the cows were the 
sorriest specimens he’d ever seen in Egypt. From his extreme description…..the flurry in his 
court….the nature of the theme of cannibalism & twice telling Joseph that no one could explain 
the meaning of the dreams…he was obviously troubled. It was the Lord’s design sudden 
sovereign doing to humble him to do His will in elevating Joseph. 

Now, the two dreams that God had given the young, spiritually immature Joseph all those years 
earlier…were on the verge of being fulfilled….

No event that happens to those who belong to the Lord is wasted. We have every reason in the 
slow seasons of trial to have hope as we anticipate God’s future where He brings about all 
manner of sudden opportunities to honour Him.

He desires we have the joyful realisation that nothing is in vain…such truth keeps us from 
becoming desolate — thinking there is no hope. It also guards us from pride that thinks we 
have the power to determine our future

Joyful contentment is grounded in the fact that God is in control & has His good purposes in 
the times of hardship & the moments of prosperity.

주님께서 이런 긴 준비의 기간을 통해서 나타내시려는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주님께서는 이를 통해 
그의 영광을 기대치 못한 순간에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그의 백성에게 
나타내실 때,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십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거나, 우리가 승승장구할 때 그 공로를 가로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1925년 Kate Wilkison 의 찬송가인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생각 주소서” <May the Mind of 
Christ>라는 찬송가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내 맘속의 주의 말씀 풍성하게 하소서, 그분의 권능을 
통해 승리 보게 하소서”

이제 바로는 자신의 두 꿈을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여기에 다른 디테일을 더하기를 일찍이 본 일이 없는 
흉측하기 짝이 없는 소들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꿈의 표현을 통해 얼마나 바로왕이 힘들어하고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이는 주님께서 그를 겸손케 하셔서, 요셉을 높이기 위한 주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이제 요셉은 그가 어리고 영적으로 철이 덜 들었던 시절에 꾸었던 꿈이, 바로 왕을 만나게 되므로 이뤄질 
찰나에 있습니다. 

주님께 속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낭비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삶의 긴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가 예상치 못할 때, 그를 영화롭게 하시는 기회를 주시며,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를 발견합니다. 

우리가 기쁨 가운데 만족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삶의 고난과 삶의 번영 또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있다는 사실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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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25, ‘Then Joseph said to Pharaoh, “The dreams of Pharaoh are one; “God has revealed to 
Pharaoh what He is about to do. The seven good cows are seven years, and the seven good 
ears are seven years; the dreams are one. The seven lean and ugly cows that came up after 
them are seven years, and the seven empty ears blighted by the east wind are also seven years 
of famine. It is as I told Pharaoh; God has shown to Pharaoh what He is about to do. There 
will come seven years of great plenty throughout all the land of Egypt, but after them there will 
arise seven years of famine, and all the plenty will be forgotten in the land of Egypt. The 
famine will consume the land, and the plenty will be unknown in the land by reason of the 
famine that will follow, for it will be very severe. And the doubling of Pharaoh’s dream means 
that the thing is fixed by God, and God will shortly bring it about.’

Joseph makes a bold statement to this troubled Egyptian king….when he begins by saying, “God 
has revealed to Pharaoh” …. Pharaoh considered himself & the pantheon of Egyptian gods as 
having all the power to control the future. 

The interpretation he gives is that 7 years of plenty will be followed by 7 years of severe 
famine … with the doubling of the dream showing the definite & imminent sovereign plan of 
God. The Lord in His grace to Pharaoh had doubled His dreams to give assurance of His 
revealed sovereign will. He’d prepared Joseph in the same way 13 years earlier with his own 
doubled-dream. Then, over all those years …. the Lord had been stripping away the flaw of 
pride from the immature 17 year old. Joseph begins & ends his interpretation giving glory to 
God. Now that God had suddenly put Joseph in the spotlight … His character shone with 
God-glorifying, self-effacing courage.

At many times the Lord gives us sudden opportunities to testify to His grace & give Him 
glory….it could be someone’s response to an unusual kindness you might have shown them……or 
a word in season you spoke for their encouragement.

25~32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일곱 소는 칠 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일곱 이삭도 일곱 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일곱 해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일곱 해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요셉이 바로 왕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라고 말할 때, 이는 
매우 대담한 발언입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자기 자신을, 미래를 다스릴 수 있는 이집트 신들 가운데 
하나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7년 동안의 풍년 후, 7년이라는 기근이 오게 될 것이라는 해석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꿈을 두 번 꾸게 
되었음은, 이런 일을 분명히 행하실 하나님의 임박한 섭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은혜 
가운데, 그 꿈을 2번 나타내심으로, 그의 섭리의 뜻에 대한 확신을 바로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방법으로 13년 전에 요셉에게 꿈을 두 번 주셨고, 그 긴 시간 동안, 17세의 미숙한 요셉의 자만심을 
모두 벗기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꿈 해석 시작하고 마칩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과, 자기 자신을 비우는 용기로 더욱 빛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때로 그의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당신이 
행한 선행에 다른 사람이 감사할 때라던가, 당신이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하는 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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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do our general responses to praise from others reveal? The priority we have in pointing 
others away from ourselves & to Christ in those moments shows the degree to which 
practically we are Christ-centred or self-centred. The long season of humble character forming 
is why Joseph pointed away from Himself to God… now from that foundation He distinguished 
himself with wise concluding counsel …

• God’s Elevation of Joseph (33-41)
V33, ‘Now therefore let Pharaoh select a discerning and wise man, and set him over the land 
of Egypt. Let Pharaoh proceed to appoint overseers over the land and take one-fifth of the 
produce of the land of Egypt during the seven plentiful years. And let them gather all the food 
of these good years that are coming and store up grain under the authority of Pharaoh for 
food in the cities, and let them keep it. That food shall be a reserve for the land against the 
seven years of famine that are to occur in the land of Egypt, so that the land may not perish 
through the famine.’

Notice Joseph’s wise counsel in light of the Lord’s revelation … knowing that the Lord had set 
the future moved Joseph to positive action to set a 20% tax per year for 7 years to  save the 
population. 

He does the opposite of what some liberal sceptics think is a logical response to God’s 
sovereignty over all things….where they try to say, “if God has already set the future, then it 
doesn’t matter what we do.” Knowing that God is sovereign gives us every reason to be active, 
with the wisdom He gives us — to honour Him. The parallel is God’s plans even to use us in 
this time of tribulation to speak with confidence of His saving grace found in Jesus Christ. 
Because God has His elect from every nation & we trust His future of Revelation 7:9 He will 
have redeemed people from every nation — we have absolute confidence that our efforts of 
making Christ known to non-believers have God’s full backing.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선행에 감사할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나요? 우리가 그 공로를 
가져가던가, 아니면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림으로 우리는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인지 아니면 내 중심인지를 
보게 됩니다. 긴 시간을 통해 형성된 요셉의 겸손한 성품은, 자기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로 돌렸고 이를 통해 요셉은 더더욱 두드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이시다. (33~41)
33~36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오분의 일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 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나님의 이런 계시에 근거하여 요셉이 어떤 현명한 해결책을 내놓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다가올 
미래의 일 가운데 요셉은 20%의 세금을 걷어 백성들을 앞으로 7년간의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방안을 
내놓습니다. 

몇 자유주의 비평론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비판하기를, “하나님께서 이미 미래의 일들을 결정해 
놓으셨다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아무 의미 없겠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셉의 행동은 이런 
비관론자들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할 때, 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소극적 자세가 아닌, 적극적인 자세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됩니다.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의 하나는, 이런 환란의 시간 가운데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는 하나님 구원의 은혜에 대해 
확신 가운데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7: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하나님 말씀에 
기반해 우리는 확신 가운데 적극적으로 그리고 열심히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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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moment we read that Joseph goes from pit to prime-minister — second in power only to 
Pharaoh after he acknowledges God’s Spirit in Joseph & God’s revelation to Joseph…. v41, 
‘Pharaoh said to Joseph, “See, I have set you over all the land of Egypt’

Remembering Christ to Navigate God’s Seasons
As we live through God’s seasons of either trial or triumph & all that lies between….the 
temptations come either: to lose heart when long & hard or to forget the Lord & grow proud 
when sudden & successful. The key to persevering  — to navigating the way with confidence is 
to remember Christ who ‘humbled himself by becoming obedient to…. death on a cross…’
who has been ‘highly exalted’ & given ‘the name that is above every name’

By faith in Him we have the power to honour God at all times….even as we eagerly anticipate 
the ultimate day of triumph that will be when He raises us to His glory.

이제 요셉은 이집트 2인자의 자리인 총리의 자리 까지 오르게 됩니다. 바로는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과,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 인정하며, 그를 높은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41절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좌뿐이니라“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다
우리가 환란 혹은 승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살아갈 때, 이 가운데 오는 유혹은, 낙심하든가 주님을 
잊든가 아니면 거만해 질 수 있는 유혹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그리스도를 기억함에 있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승리함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할 그 날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모든 때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