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2월 11일(주일) 속회공과
신뢰를 더하는 삶 / 마태복음 4:19 /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통 342장)
지난주 까지 우리는 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신뢰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나누었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필요에 맞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제 이 시리즈
설교를 마무리 하며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삶에서 신뢰를 더 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며 2018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해지기를 축원합니다.
1.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신뢰를 더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인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는 자신들의 믿는 바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부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통해서 점차 믿음이 성장했습니다. 신뢰를
더하기 위해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 나는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2. 예수님으로 변화되는 삶
두번째로 신뢰를 더할 때 우리 삶은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제자들은
변화 되었습니다. 무엇이 변화되었을까요? 그들의 소망이 변화 되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변화
되었습니다. 그들은 어부로서 살아갔습니다. 어부의 소망과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물고기를 많이 잡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그물을 버렸다는 것은 자신들의 삶의 목적과
소망이 물고기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른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신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전에 따르던 것을 버렸습니까?
3. 예수님으로 인해 순종하는 삶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향한 신뢰를 더하게 될 때 우리는 순종할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맞춰 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순종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을 의지했다면, 홍해를
건너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입니다.
성경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은혜와 믿음이 더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경험과 지식을 신뢰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 할 때 더 큰 믿음의 진일보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금주의 미션]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더하기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진정한 신뢰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소망을 발견해보세요.
그리고 믿음과 소망에서 그치지 않고, 순종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믿음과 은혜를
누려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