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31일(주일) 속회공과
인생, 순간이 행복하고 영원이 아름다운/ 시편 90:10-12 찬송가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통 358장)
가는 세월이 너무 빠릅니다. 한 살 두 살 나이를 먹으면서 세월의 속도가 더 빠르게 느껴집니다. 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는 없지만,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을 유의미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사는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며, 가치있는 인생일까요?
1. 해 아래 인생의 수고는 헛됩니다. (8줄)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무론하고 남들과의 비교선상에서 우위를 점하면 인생을 잘 살았다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남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시대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앞세대와 후세대를 통틀어 견주어 보아도 결코 밀리지 않는, 절대적 우위를 점한 한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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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한가.”(전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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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짓으며 사느라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인생의 수고는 바람을 손으로 잡는 것과 같이 헛되다는 것이 솔로몬이
노년에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 나는 올 한 해 어떤 수고를 하였습니까?
2.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가치있고 아름답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다시 보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천년이 하루와 같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은 순간입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나는 점과도 같은 작은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어찌 그리 생각해주시는지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나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계획이
흠이 많고 실수가 잦은 나와 동역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을 놀라운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 하나님이 내 인생을 기적의 재료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3. 매순간 순종할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유한한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포함되게 될까요?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
을 신뢰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할 때 내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만약 아브라함에게 익숙하고 편안
한 곳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의 전부였다면,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고, 천하 만민이 구원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대가 지나가며 잊혀지는 이름이 아니라, 영원히 기억될 이름이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않으실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의 복도 누렸습니다. 한낱 점과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원하시는 자리에 가서 찍히면, 하나님이 그려나가시는 아
름다운 그림의 화룡점정이 됩니다.
* 새해, 나는 어떤 순종으로 헛되기만 할 인생을 하나님의 역사로 바꾸겠습니까?
[금주의 미션]
다가오는 새해는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해입니다. 오늘 밤에 있을 송구영신 예배와 1월 1일부터 시작
되는 신년집회까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고 순종을 결단하여 새해의 첫 시간부터 하나님
의 역사로 삽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