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28일(주일) 속회공과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 마가복음 5:25-34 / 찬송가 484장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 (통 533장)
우리 삶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생긴 문제도 있고, 오래된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브라함도, 다윗에게도 문제는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신 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며 그 힘겨움을 통해 정금과 같이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1. 문제를 가지고 갑시다
삶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취해야 할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태도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혈루증 여인은 그 핵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놓고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여인은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않고, 자신이 먼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그 여인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지난 12년의 혈루증이 자신에게
저주스럽고, 무거운 고통이었지만, 그 문제가 여인을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만든 통로가 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통과 아픔, 문제라는 것은 우리가 미쳐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해주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로 사용합니다.
** 나의 문제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통로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2.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문제를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해결해주십니다. 여인은 육체적, 사회적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볼 때 그녀의 인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손길이 부정을 불러온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을 보자 나의 부정함도 예수님께
닿기만 하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에게
손을 댈 때 그녀의 병이 나았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주님은 그것에 여의치 않으시고, 주님께 손 내미는 영혼에게 은혜를 허락해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회복해야 할 믿음은 이런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됨을 믿으십니까?
3. 새로운 삶을 열어주십니다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가져다 대었을 때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고
물어 보십니다.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행위가 당시 율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의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물음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는 ‘딸아’ 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구원 받았으니 평안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라고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인의 지난 12년의 고통과 아픔의
삶에서 놓임 받은 것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고립될 수 있었던 이 여인의 삶을 이제는
새롭게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으로 바꾸어 살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새로운 삶을 열어주심을
믿으십니까?
[금주의 미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기
문제를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해결함을 받고,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치
못한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