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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를 더하라(2)-하나님이 인도하신다/출애굽기13:17-22/찬송가:384장 (나의갈길다가도록/통434)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어떻게 가야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목
적지도 들어만 봤지 경로도 모르고 그 흔한 지도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길도 이와 비슷합니다.
인생의 목적지를 나름 세워보지만 이 길이 맞는지 의문이 들기도 하고, 갈림길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가는 쪽으로 따라가기도 하고, 죽지 못해 그저 하루
하루를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뢰를 더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1.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 아닌,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가깝기는
전자의 길이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목마다 각 지역의 주둔군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지나갈
때마다 크고 작은 전쟁을 수없이 치러야 하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백성들은 전쟁을 치를만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기는커녕 상황 자체를 회피하며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
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좀 멀지만, 하나님의 군대로 백성들의 영육을 훈련시키실 수 있는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에 놓은 길의 장단을 아십니다. 각각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길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적합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 나도 알고, 길도 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실수가 없음을 믿으십니까?
2. 하나님은 앞서 가십니다. (8줄)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면서 멀찍이 떨어져 지켜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
게 하시니”(22절). 백성들과 함께 가시되 앞서 가십니다. 앞장서시는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면 되게 해주
십니다. 또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덮으셔서 사막의 뜨거운 뙤약볕을 피할 서늘한 그늘을 만들어 주시
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뼈가 시리는 추위와 들짐승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보호해주셨습니다.
우리가 길에서 만날 장애를 아시고 미리 장치를 마련해주셔서, 장애물이 있든 말든 거침없이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 고단한 우리 인생길 위에 하나님이 앞서 가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3. 인도하심의 끝에는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7줄)
광야길은 뜻 없이 걷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애굽의 압제로부터 도망쳐 나와 목적 없이 방황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실 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른다고 비유할만큼 땅의 소출이
풍요롭고 기름진 땅에 데려가셔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인생을 왜
살아야하는지 의미와 목적을 찾지 못한 채, 그저 죽지 못해 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아름답고
광대한 땅에 다다를 것입니다.
* 인도하시는대로 걷다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다다를 것을 믿으십니까?
[금주의 미션]
오늘도 우리는 인생길을 걷습니다. 한 걸음이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
를 통해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시간을 더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