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14일(주일) 속회공과
신뢰를 더하라(1)_하나님이 먹이신다/ 출애굽기 16:11-12 찬송가 588장 공중나는새를보라 (통307장)
출애굽한지 한 달이 지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해왔던 떡 반죽이 다 떨어졌습니다.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서 구해올 곳도 없었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하기 때문에 농사를 지어
먹을 수는 더더욱 없었습니다. 자력으로도 타력으로도 먹을 것을 전혀 구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
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 믿음이 부족해도 먹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말들을 들으시고 오히려
백성들을 먹이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
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12절) 먹을 것도 없
고 믿음도 없는 이스라엘을 용납하시고 그 두 가지 없는 것을 다 주는 기회로 삼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에도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께 신실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십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
시고 그것을 채우시며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은 먹을 것입니까,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2. 얻을 수 없는 곳에서 얻게 하십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은 장정만 60만명이요,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명이나 되었습니다. 먹을 입이
많아도 너무 많습니다. 또 광야는 먹을 것을 수급해올 곳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절대 먹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먹이셨습니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데, 매일 먹게
하셨습니다. 끼니를 거르는 날이 단 하루도 없이 40년을 책임지셨습니다. 또 40년 동안 백성들의 의복이
해어지지 않게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세밀하고
성실합니다. 어느 한 때만 반짝 선심쓰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꾸준한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 안에 우리의 오늘이 있고, 평생이 있습니다.
* 자력과 타력을 총동원해도 얻을 수 없는 곳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주십니다.
3.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더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매일 먹을 만큼만 주시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백성들 중에는
불안한 마음에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도 있었는데, 다음날이 되니 냄새가 나고 벌레가 생겨 먹을 수 없게
됐습니다. 또 안식일 전 날에는 이틀치를 주시고, 안식일에는 거두러 나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일부는 명
령을 어기고 안식일에 나갔다가 허탕을 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시키
시는 대로 하는 것이 제일 좋다는 것을 몸으로 체득했습니다. 또 한꺼번에 주셨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으
로 아끼느라 늘 부족한 듯 먹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셨기 때문에, 오히려 넉넉하
게 먹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믿는 자에게는 광야길도 플러스가 됩니다. 하
나님이 내려주시는 하늘 양식으로 배불리 먹을 뿐만 아니라, 절대 신뢰를 훈련받는 시간이 되기 때문입
니다.
*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를 더하시겠습니까?
[금주의 미션]
신뢰를 플러스합시다. 이번주를 살며, 꼭 필요한 것이 떨어졌을 때, 하늘의 것으로 먹이시고 채우실 하나
님을 기대하며, 원망과 체념대신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더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