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26일(주일) 속회공과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이사야 43:8-13 / 찬송가 438장 (통 495장) 내 영혼이 은총입어
오늘 본문 말씀의 주제어는 ‘증인’입니다. ‘증인’이란 무엇입니까?증인(證人)은 있는 사실 ·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증명하는 사람’의 역할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먼저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금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회복되어야 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가운데,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인이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 먼저 우리들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8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 내라 9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
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 주겠느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눈과 귀가 닫혔다는 것은 곧
진리를 깨닫지 못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리 많은 의로움과
선한 것들을 경험 한다고 할지라도 이를 제대로 보고 듣지 못한다면 우리들의 삶은 헛되고
타락의 자리에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흑암 속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은 살아있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회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죄된 모습을 잘 들여야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그 죄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 여러분의 삶의 자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2. 회복되었다면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언자가
힘차게 외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본래적인 사명 바로 <하나님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산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증인이 되어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돌이키라 회개하라”를 외쳐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이 없이는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상처가 치유될 수없습니다.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는 사실이 바로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들은 이 기쁜 소식을 말로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통해 전해야합니다.
** 여러분의 삶은 증인의 삶입니까?
3. 증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면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포로로 사로잡혀간 땅에서
건져내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손에서 그 백성 곧 증인들을 빼앗아 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증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즉 우리들의
피난처요 바위요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금주의 미션] 증인의 삶 살아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