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2월 4일(주일) 속회공과
신뢰를 더하라(4)_긍휼을 베푸신다/ 욘4:1-4/ 찬송가: 523장 (어둔 죄악 길에서/통262)
우리는 과거의 죄와 죄책감, 안팎의 시선에 묶여 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뢰를 더하십시
오.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우리의 발목을 잡는 과거가 어떤 것이든지간에, 사람은 용서
못해도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새출발하기를 원하십니다.
1. 죄인에게 긍휼을 베푸십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가 니느웨에 갑니다. 그런데 요나의 태도는 여전히 무성의합니다.
니느웨는 사흘을 꼬박 걸어야 성을 다 둘러볼 수 있을만큼 큰 성읍이었는데 요나는 고작 하루
만 메시지를 전하고 맙니다. 또 심판의 메시지만 전하고, 회개해야한다는 것은 가르쳐주지 않
습니다.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들은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보다 약
한 약소국의 신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믿어지고 회개하여 악한 길에서 떠났습니다. 이것은
요나의 물고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역사 아니고는 설명될
수 없는 대대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돌이키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새출발하
지 못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회복을 꿈꾸시고 계획하사, 이것을
위해 사람을 보내시고,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 하나님이 나의 회개와 회복, 새출발을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2. 하나님의 긍휼을 못마땅해 하는 것이 죄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입술로 회개하며 삶으로 회개의 열매를 보이자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못마땅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입니다.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며, 하나님을 내심 비난할 뿐만 아니라 이럴 바엔
차라리 죽여달라는 망언까지 했습니다. 요나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것은 감사하지만, 나보다 악한 자가 나와 동일한
긍휼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매우 싫은 것입니다. 심지어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의롭지
못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자기 의로움에 지나치게 함몰된 나머지, 스스로를
타인과 하나님보다 우위에 두는 교만한 태도입니다. 회개한 죄인과 교만한 죄인 중에 누가 더
큰 죄인입니까? 교만한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4절)
* 회개하면 용서받는 것이 못마땅하게 여겨질 때가 있었습니까?
3. 못마땅해 하는 자에게도 긍휼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못마땅해 하며 성냈던 요나에게 하나님은 성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요나에게 다시 긍휼을 베푸사 박넝쿨 시청각자료를 통해 니느웨까지도 아끼시는 창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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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르쳐주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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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성품의 가장 큰 수혜자는 요나였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하여 방자히
굴 때도 긍휼을 베푸사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바른 생각을 갖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 교만하여 정죄하는 나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주셨음을 믿으십니까?

[금주의 미션]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내게 있는 것이 니느웨의 죄든 요나의 죄든, 성령의 감동과 찔
림을 받았을 때, 그 즉시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출발의 발걸음을 내딛읍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