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3일(주일) 속회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버이 /전도서 3:11 찬송가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통 304장)
가정이라는 것은 결혼이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지난 주에는 여러분과 자녀
양육에 대한 세 가지 단계를 점검하며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품고, 양육하고, 떠나보낼
것인지 생각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그 후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언젠가
어버이가 될 것이기에 그것에 대해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또는 이미 어버이가 된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할지 전도서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자 합니다.
1. 범사에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때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삶에 기쁨을 언제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가정이 노년이 되었을 때 헤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노년을
맞이했던지, 안했던지 유효합니다. 이 시기를 아름답게 빚으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노년의
의미를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 나는 지금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2. 영원을 사모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른이 되어감에 따라 우리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전도서 말씀은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으며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전 3:11b)고 말합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서 무엇을 갖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과 소망을 품게 됩니다. 전도자는 인생을 영원한 하나님과 연결
짓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점검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하나님 안에서 다 때가 있었음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지혜가 하나씩 쌓여가는 것을 깨닫습니다.
**나는 지금 영원을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까?
3. 여러분이 가르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눌 것은 여전히 가르칠 것이 남아 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가르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을 사모하면서 깨달은 하나님의 일을 그럼에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알 수 없음에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계십니까? 다 알 수 없어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을 가르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
온다 해도 자녀들은 이겨낼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 희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삶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믿음을 전수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자녀를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금주의 미션]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버이가 되기를 결심하기
내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어버이로서 하나님의 때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영원한 약속을 신뢰하며 그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