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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estament of Jacob Part II 야곱의 유언 2  (창세기 49:13-33)  

 
Hope in the Context of the Fall           
We come to the last words of Jacob. As we look at Jacob’s speech over the whole chapter we see a 
pattern: grace, fall, curse & grace… 
 
Grace concluded the passage last week, as we saw that the final word on sin for those who look to the 
Lion of Judah who conquered; isn’t curse but redemption. The passage before us is a sustained word of 
grace. The grace of blessing on Jacob’s remaining sons….is our assurance of grace 
 
It happens as we see those blessings being fulfilled for the sons of Israel…to know that God is faithful. 
Not only that, but we also see how He is faithful…Just as last week, Judah was the focus of grace that is 
our redemption…This week, Jacob’s blessing & prophecy on Joseph is a sign of the grace that makes us 
flourish 
 
If you’re yet to come to Christ — there is sure redemption from the curse of sin & grace to flourish for 
God……in Christ alone….the one that Joseph has foreshadowed throughout… 
 
But for those who are in Christ …. sometimes in our struggles we can tend to look upon ourselves as 
sinners under judgement …. instead of sinners who’ve been redeemed & empowered to thrive for God’s 
glory. How do I consider myself …. a sinner …. or a sinner saved & fruitful by God’s grace? 
 

Hope from History: Grace to Seven Brothers (13-21, 27) 

• Zebulun by the Sea (13) 
v13, ‘Zebulun shall dwell at the shore of the sea; he shall become a haven for ships, and his border shall 
be at Sidon.’ 
 

타락한 상황 가운데 소망. 

우리는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보게 됩니다. 49장 전체에서 나타나는 야곱의 말에는 다음과 같은 특정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은혜, 타락, 저주 그리고 은혜 

 

은혜로 지난주에 이 구절을 끝맺었습니다. 유다의 사자를 바라보는 자들의 죄에 대해 말씀하기를, 그들이 

저주가 아닌 구원을 받게 될 거라 말씀했습니다. 오늘 구절은 이런 은혜의 지속적인 말씀입니다. 야곱의 

남은 아들들을 향한 축복의 은혜가 우리의 은혜의 보증이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런 축복이 성취됨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분임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뿐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신실하신지 또한 보게 됩니다. 지난주에는 유다가 구원의 은혜의 

초점이었다면, 이번 주는 요셉을 향한 야곱의 축복과 예언이, 우리를 풍족하게 하는 은혜의 증표임을 보게 

됩니다. 

 

아직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스도께로 안 나오신 분이 있다면, 여기 죄의 저주로부터 확실히 구원하며, 은혜 

안에서 풍족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길이 있으며, 요셉은 장차 오실 

이런 그리스도의 그림자로, 그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이라 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오는 어려움 가운데 하나는, 

구원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새 힘을 받는 자로 여기기보다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을 저주 

아래 있는 죄인으로 보려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여기나요? 그저 저주 

아래 있는 죄인? 아니면 구원받은 죄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자로 여기나요? 

 

역사에게서 오는 소망: 7형제를 향한 은혜 (13~21, 27절) 

- 해변에 거주하는 스불론 

13절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 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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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bulun was Leah’s last son…name that means ‘honour’ because of the honour she received in his 
birth…of the twelve, Zebulun would have been the next in age above Joseph. 
 
Matthew records in 4:13 “Leaving Nazareth, he [Jesus] went and lived in Capernaum, which was by the 
lake [Sea of Galilee] in the area of Zebulun and Naphtali” (Mt 4:13) &“ Land of Zebulun and land of 
Naphtali, the way to the sea, along the Jordan, Galilee of the Gentiles” (Mt 4:15 [here Matthew quoted Is 
9:2]). 
 
[MAP] 1st C historian Josephus described Zebulun’s border as going from Lake Galilee to the 
Mediterranean Sea. In the course of ~ 1800 years from the time of Jacob’s death to the first 
century…Israel’s prophecy of Zebulun was fulfilled…near or at the sea…a haven for ships…but the 
blessing behind his proximity to the sea was especially seen in becoming wealthy from being on 
significant trade routes connecting north to south & east to west. 
 
Issachar: Strength but Servitude (14-15) 

v14, ‘Issachar is a strong donkey, crouching between the sheepfolds. He saw that a resting place was 
good, and that the land was pleasant, so he bowed his shoulder to bear, and became a servant at forced 
labour.’ 
 
Strong donkey, crouching b/w the sheepfolds — a somewhat encouraging start for a man…Seeing the 
rest was good & the land was pleasant… [MAP] the land was to the SE of his brother Zebulun & was 
particularly fertile in the Jezreel Valley…a land that received the rain bearing westerly winds from the 
Mediterranean 
 
The strength of Isaachar is seen in the Judges who arose from it — Tola & Deborah. Deborah praised 
this tribe for its part in the battle against the enemy, Sisera in Judges 5:15…but the tribe of Isaachar 
though strong & potentially free, nonetheless for the benefit of staying in a fertile land traded their 
freedom for slavery. 
 

스불론은 리아의 마지막 아들로, 그가 태어남으로 그의 어머니가 영화롭게 되었으므로, “영화”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요셉의 바로 위의 형이 스불론이었습니다.  

 

마태는 4:13 &15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13절 “그리고 그는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바닷가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서 사셨다.”, 15절 “"스불론과 납달리 땅, 요단 강 건너편, 바다로 

가는 길목, 이방 사람들의 갈릴리,”  
 

<지도> 1세기 역사가 요세푸스는 스불론의 경계를 묘사하기를, 갈릴리 호수로부터 시작해 지중해까지 

흐른다 합니다. 야곱이 죽고 나서 18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스볼론 족속은 바닷가 근처 선박이 정차하는 

곳에서 정착함으로 스불론에 대한 이스라엘의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그런데 이런 바다와의 근접성 

뒤에 숨겨진 축복은, 특별히 북에서 남쪽 및 동에서 서쪽으로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로를 차지함으로 큰 

부자가 됨에 있습니다.  

 

잇사갈: 강하지만 섬기는 자. (14~15절)  

14절 “잇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압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앉은 힘센 나귀로 표현됨은, 남자에게는 꾀나 격려가 되는 말입니다.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라고 할 때, 그들이 갖게 된 땅은, 그의 형제인 스불론이 정착한 

곳으로부터 남동쪽에 위치한 땅이었고. 지중해에서 서풍을 동반하는 비가 내리는 땅임으로 이즈레엘 

계곡에서 특별히 비옥한 땅이었습니다  

 

이런 잇사갈 족속의 힘은 특별히 사사기에서 돌라와 데보라를 통해 두드러 지게 나타납니다. 데보라는 

사사기 5:15절에서 그들의 적인 시스라와 싸운 잇사갈 족속을 드높입니다. 그러나 이 족속은 강하고 

잠재적으로 자유로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옥한 땅에 머무르는 유익을 위해 그들의 자유를 노예로 

바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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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 Issachar isn’t mentioned in the failures of the tribes to drive out the Canaanites in the PL in 
Judges 1…ancient evidence from the region shows forced labour in the 14th C B.C. by the Canaanite 
lords on one of the cities in the province of Isaachar. 
 

• Dan: Stealth & Salvation (16-18) 
V16, ‘Dan shall judge his people as one of the tribes of Israel. Dan shall be a serpent in the way, a viper 
by the path, that bites the horse’s heels so that his rider falls backward. I wait for your salvation, O Lord.’ 
 

[MAP] The particular fulfilment of this prophecy would happen ~ 600 years from when Israel spoke it 
1800 BC to the 12th C BC when the Lord would raise up Samson from the tribe of Dan who would judge 
his people & be God’s judge on the Philistines.  
 

• Gad, Asher, Naphtali & Benjamin: Words of Hope (19-21, 27) 
V19, “Raiders shall raid Gad, but he shall raid at their heels. Asher’s food shall be rich, and he shall yield 
royal delicacies. Naphtali is a doe let loose that bears beautiful fawns.” 
 
[MAP] Though Reuben & Gad were east of the Jordan river on the border making them particularly 
vulnerable to the eastern peoples who largely became enemies of God through the Judges period…Gad 
managed to expand & thrive, while Reuben shrank & withered. 
 

John Calvin: ““This prophecy may be applied to the whole church, which is assailed not for one day only, 
but is perpetually crushed by fresh attacks, until at length God shall exalt it to honour.” 
 
The blessing on Asher is that his tribe would enjoy prosperity — a sign of which would be the quality of 
food available. 
 

[MAP] Josh. 19:24–31 records Asher settling on the shore of the Mediterranean in a fertile area north of 
the Carmel mountain range, where that + trade enabled the tribe to produce“ royal delicacies”. 
 

잇사갈은 사사기 1장에서 약속의 땅에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데 실패한 지파로 언급되지는 

않습니다…이 지역에서 나온 고대 증거는 나타내기를, 기원전 14세기에 잇사갈의 지역에서 가나안 

족속의 방백들에 의해 강제 노동이 있었던 사실을 나타냅니다.  

 

단: 은신 및 구원 (16~18)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 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섶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지도>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말한 후 600년 뒤에 이뤄집니다…1200 BC경에, 주님께서는 단 

지파로부터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셔서, 블레셋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행합니다.  

 

갓, 아셀, 납달리, 그리고 베냐민: 희망의 말씀 (19~21, 27절)  

19~21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놓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발하는도다”  
 

<지도> 르우벤과 갓이 요단강의 동쪽에 정착했는데, 이 지역은 특별히 사사 시대 때 동쪽으로부터 

넘어오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매우 취약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갓은 확장 및 번영하는 반면 

르우벤은 축소되고 시들었습니다.  

 

아셀에 대한 축복은 그 지파가 번영을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번영의 표시는, 그들이 

얼마나 양질의 음식을 누릴 수 있느냐 에 있습니다.  

 

<지도> 여호수와 19:24~31절은 기록하기를 아셀은 가르멜 산맥 북쪽의 비옥한 지역에 있는 지중해 

해안에 정착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그들은 “왕실 진미”를 생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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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inal blessing before we come to the sons of Rachel is Naphtali…the immediate prophecy’s 
fulfilment comes with the Judge Barak who through God’s word to Deborah was let loose like a doe 
against Jabin the oppressive king of Canaan & his wicked commander Sisera. 
 
v27, ‘Benjamin is a ravenous wolf, in the morning devouring the prey and at evening dividing the spoil.’ 
It relates to his skill in warfare [MAP] 
 
Judges & 1 Chronicles makes note of either left-handed or ambidextrous warriors of Benjamin. They 
were numbered among King David’s mighty men 1 Chr. 12. Scripture highlights a number individuals 
who came from Benjamin’s tribe, even though it was the smallest of the twelve tribes (1 Samuel 9:21).  
 
First, Ehud, a great warrior who delivered Israel from Moab (Judges 3:12–30). Also, Saul became the 
first king of Israel (1 Samuel 9:15–27).  King David’s military commander, Joab. In later Jewish history, 
many Jews lived in Persia, God used Mordecai & Esther, from the tribe of Benjamin, to deliver the Jews 
from death (Esther 2:5–7). Finally, in Romans 11 & Philippians 3, the apostle Paul also says that he 
came from Benjamin. God’s grace through Israel’s final words came upon each of his remaining 
sons….The great application is the assurance of God’s prophetic grace on these sons….fulfilled as they 
entered into the PL. 
 
Marvel at the sovereign grace of the Lord — let the certainty of how He acted remind you of the certainty 
of His blessings in Christ — Son of Israel par excellence at this time!  
 
though just like Judah stood out in the last section with the most prominent blessing…Joseph stands 
apart in his blessing & what that means for us….. 
 
Hope in Joseph’s Bountiful Blessings (22-27) 
V22, ‘Joseph is a fruitful bough, a fruitful bough by a spring; his branches run over the wall.’ 
 

라헬의 아들들에게 이르기 전에 마지막 축복의 대상은 납달리입니다… 사사 바락을 통해 이 예언이 

즉각적으로 성취됨을 보게 됩니다… 그는 데보라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악한 야빈 왕과 

시스라의 손으로부터 암사슴처럼 풀려나게 하셨습니다.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이리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는 그의 전쟁의 기술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지도>  

 

사사기와 역대상에서는 왼손잡이 혹은 양손잡이 전사 베냐민에 대해 언급합니다. 그들의 역대상 

12장에서 다윗의 강한 용사들 가운데 포함되었고. 베냐민 지파가 12지파들 중 가장 작았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베냐민 지파에서 난 많은 인물들에 대해 언급합니다. (사무엘상 9:21)  

 

첫 번째로,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위대한 용사 에훗이 있으며 (사사기 3:12~30). 또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 왕이 있고 (삼상 9:15~27). 다윗왕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요압또한 

있습니다. 그 후 유대인 역사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이 페르시아에 살았고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의 

모르드개와 에스더를 사용하여 유대인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에스더 2:5~7). 마지막으로 로마서 

11, 빌립보서 3장을 통해 보듯이, 바울은 자기 자신이 베냐민 지파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말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남은 자손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자손들은 하나님의 예언의 

은혜에 대한 큰 보증이며,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될 때 성취되었습니다.  

 

주님의 이런 주권적 은혜에 경탄하십시오! 이런 확실한 주님의 행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축복의 

확실성을 깨닫게 하십시오!  

 

요셉의 풍성한 축복 안에 있는 희망 (22~27절)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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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ugh Jacob had already adopted & blessed Joseph’s two Egyptian-born sons, as his own…He still 
had this lofty blessing for Joseph 
 
The name of Joseph’s second-born, Ephraim who stood to receive the greater blessing again comes into 
view with a play on Ephraim’s name, ‘fruitful’ It’s here that a key point of this passage lies…Israel says 
that Joseph is a fruitful bough by a spring with the added picture of the extent of his fruitfulness — 
‘branches run over the wall.’   
 
Isaiah 4:2 pictures the coming redemption, “In that day the branch of the Lord shall be beautiful and 
glorious, and the fruit of the land shall be the pride and honour of the survivors of Israel.” 
 
But Joseph’s own personal fruitfulness didn’t come before a time of the Lord’s pruning, that Israel 
reflects upon now from  
 
v23, The archers bitterly attacked him, shot at him, and harassed him severely, yet his bow remained 
unmoved; his arms were made agile by the hands of the Mighty One of Jacob (from there is the 
Shepherd, the Stone of Israel), By the God of your father who will help you, by the Almighty who will 
bless you with blessings of heaven above, blessings of the deep that crouches beneath, blessings of the 
breasts and of the womb.’ 
 
The original archers who bitterly attacked Joseph were 10 of his brothers…who threw him into a pit … & 
sold him into slavery. In Egypt, the archer was Potiphar’s wife whose false witness sent Joseph to 
prison. Yet through it all, we see Joseph speaking & acting with impeccable godliness…the power to do 
that Jacob says came from ‘the hands of the Mighty One of Jacob.’  
 
The grace of the Lord brought him low to raise his character up…& elevate him to PM of Egypt to bring 
salvation to the ANE world in general & Israel’s world in particular. 
 

야곱은 이미 애굽에서 태어난 요셉의 두 아들들을 입양하여 축복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요셉을 

축복합니다. 

 

여기서 요셉의 두 아들 중에 더 큰 축복을 받았던 에브라임의 이름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그 이름은 

“많은 열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때, 이런 열매를 맺음을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음’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절에서 앞으로 다가올 구원의 그림을 나타냅니다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돋게 하신 싹이 

아름다워지고 영화롭게 될 것이며, 이스라엘 안에 살아 남은 사람들에게는, 그 땅의 열매가 자랑거리가 

되고 영광이 될 것이다.” (새번역)  

 

23~24 “활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여기서 활 쏘는 자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려 했고, 그를 애굽의 노예로 판 요셉의 10형제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의 삶 가운데 활 쏘는 자는 보디발의 아내로, 그를 거짓 고발하여 감옥에 

가게 한 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역경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흠잡을 대 없는 경건의 모습으로 말하며 

행동하였습니다…그리고 야곱은 이 구절에서 말하기를 요셉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요셉을 낮아지게 함으로 그의 성품을 가다듬으셨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으셔서, 가뭄 

가운데 있는 세상과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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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ind it all stood the great Shepherd — the rock of Israel — in this is the early spark of what would 
become Psalm 23, ‘the Lord is my Shepherd’ 
   
v26, ‘The blessings of your father are mighty beyond the blessings of my parents, up to the bounties of 
the everlasting hills. May they be on the head of Joseph, and on the brow of him who was set apart from 
his brothers.’ 
 
Israel’s blessings received & given to Joseph were beyond Abraham & Isaac because the promises the 
Lord had given them, were beginning to be realised by way of his fruitfulness in bringing prosperity to the 
whole family of Israel who were now gathered with him in Egypt. 
 
Remember it was Joseph whom the Lord had particularly used as His agent to bless & now to be 
blessed. In the PL, just as Judah became the strongest in the south….Joseph’s half-tribe of Ephraim 
became the most powerful in the north. Flourishing…….that’s the purpose of the grace of God through 
Israel upon Joseph. Flourishing….that’s the purpose of grace through Jesus upon us 
 
The Seal of Future Hope in Dying Words (28-33) 
V28, ‘All these are the twelve tribes of Israel. This is what their father said to them as he blessed them, 
blessing each with the blessing suitable to him.’ 
Here……even the curse on the oldest three sons…in the context of remaining part of the people of 
God…meant they were under the covenant blessing given to Abraham, Isaac & Israel…for they were 
becoming Israel. 
 
v29, ‘Then he commanded them and said to them, “I am to be gathered to my people; bury me with my 
fathers in the cave that is in the field at Machpelah, to the east of Mamre, in the land of Canaan, which 
Abraham bought with the field from Ephron the Hittite to possess as a burying place. There they buried 
Abraham and Sarah his wife. There they buried Isaac and Rebekah his wife, and there I buried Leah — 
the field and the cave that is in it were bought from the Hittites.’ 
 

이 모든 여정 가운데 위대한 목자이시자 이스라엘의 반석이신 분이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고백의 시초가 됩니다.  

 

26절 “네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 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요셉에게 주어진 이스라엘의 축복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시대를 초월하는 축복으로, 그 이유는 애굽에 

모인 이스라엘의 온 가족에게 번영을 가져다 주는 열매를 맺음으로 실현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전에는 요셉을 통해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셨다면, 이제는 요셉이 축복을 받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유다 지파가 남부 지역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될 때,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은 

북쪽 지역에서 가장 강한 지파가 됩니다. 이런 번성은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 은혜의 목적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목적 또한 우리가 그 안에서 풍족한 삶을 살기 위함 입니다.  

 

마지막 유언 가운데 미래에 대한 소망을 확고히 하다 (28~33절)  

28절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비록 첫 세 아들이 저주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렇게 남은 아들들이 축복을 누림으로 결국 아브라함 이삭 

그리고 이스라엘과 맺으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심을 나타냅니다.  

 

29~32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헷 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헷 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 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헷 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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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re that he mentions is 42 km south of Jerusalem. The cave of Machpelah aka the ‘Cave of the 
Patriarchs’ today — a major tourist attraction. It was the PL resting place of the patriarchs that 
represented hope beyond death. 
 
v33, ‘when Jacob finished commanding his sons, he drew up his feet into the bed and breathed his last 
and was gathered to his people.’  
 
In the final chapter, true to his dying wish that is where his sons buried him. The hope of Israel beyond 
the fall & curse from start to finish was God’s grace. 
 
The Awesome Grace of our Blessings 
For here we see the grace of the Lord in establishing a people for Himself to bring blessing even to us 
this day…to be God’s grace to us that comes from the nation of the blessed. Just as Israel saw his 
blessings to Joseph as being > than those of his forefathers. The awesome truth is that we have the 
grace of the Father upon us through His Son. His profound blessings of grace have made our hearts 
once dead in sin, alive to God. More profound than we can fathom are the blessings of our lives in Jesus 
Christ… 
 
John 15:5 “I am the vine; you are the branches. If you remain in me and I in you, you will bear much fruit; 
apart from me you can do nothing.” 
 
Ephesians 2, ’Blessed be the God and Father of our Lord Jesus Christ who has blessed us in Christ with 
every spiritual blessing in the heavenly places, even as he chose us in him before the foundation of the 
world, that we should be holy and blameless before him.’ 
 

그가 언급하는 마므레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42km 떨어진 곳입니다. 막벨라의 굴이라 하여, 오늘날 

족장의 동굴로 알려졌으며, 큰 관광지이기도 합니다. 이 장소는 죽음 너머의 희망을 상징하는 약속의 땅 

안에 족장들의 안식처였습니다.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이 장의 마지막의 서, 그의 아들들은 그가 소원하던 장소에 묻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타락과 저주를 

넘어선 이스라엘의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 축복의 놀라운 은혜  

우리는 여기서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그의 백성들을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봅니다. 

요셉을 향한 이스라엘의 축복이 그의 조상들의 축복보다 더 큰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 엄청난 진리는, 

우리는 그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의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의 깊은 은혜의 축복은, 한때 

죄로 죽었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심오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5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에배소서 1:3~4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