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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어떻게 품어야 할까? / 마가복음 10:!3-16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통
442장)
어린이 주일을 맞아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이를
낳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질문 안에는 경제적 상황에 대한 걱정도
담겨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이를 낳을 정서적인, 신앙적인 준비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자녀를 품으려는 마음은 있지만 실제로
준비가 되지 않아 힘겨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1.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신혼기에 있는 젊은 세대의 가장 큰 관심은 아기를 갖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두 부부만 살아갈 것인가? 자녀를 갖는다면 몇을 언제 가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계획을 신혼기의 부부들은 신중하게 합니다. 혹은 부부가 관심이 없더라도, 주변에서 갖는
가장 큰 관심이 아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진 아이를 막상 낳고 보면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30%의 아이가 학대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이를 그렇게 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아이들은 축복받아야 하며, 더 나아가 아이들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 나는 아이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습니까?
2. 아이의 변화를 받아 들일 수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런 아이의 변화를 받아 들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아이가
점차 시간이 지나 자라면 사춘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은 이 변화를 잘
받아드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열두 살 시절의 예수님의 관한 일화가 나옵니다. 매년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르는 여정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신 것입니다. 이에 마리아와
요셉은 화를 내거나 혼을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러자
어린 예수님은 다시 부모의 곁으로 돌아와 성장합니다. 이처럼 자녀의 변화에 대해서
거부하지 말고, 신비로운 변화의 과정으로 받아 들이길 바랍니다.
**나는 자녀의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자녀를 떠나 보낼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자녀들은 점차 부모의 곁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떠나보낼 준비도 해야 합니다. 중년을 지나면서 ‘젊음과 자녀'를 잃게
되는데, 이때 공허한 마음을 곁에 있는 가족들이 서로 이해하고 격려하며 이 시기를 보내야
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쉽고 서운하지만, 자녀가 부모의 곁을 떠나려고 하는 것은
기뻐해야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잘 양육했다는 증거이고, 더 나아가 아이가
잘 성장해서 어엿한 성인으로 자라났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자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금주의 미션] 자녀에 대한 세 가지 준비를 점검하기
어린 자녀를 대하는 태도부터, 성장의 변화 성인이 되어서의 떠남의 준비. 이 각각의 영역에
대한 준비 상태를 되돌아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