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27일(주일) 속회공과
인생의 삼단계의 삶 /요한복음 14:27 찬송가 286장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통 218장)
교회에 다니거나, 교회 말고 다른 곳을 다니거나, 또는 아예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체의 믿음을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금이나, 은뿐만 아니라 돌과 주물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위로해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참으로 위로하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1. 어머니의 뱃속에서의 삶
이 땅에서 사는 삶은 3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1 단계는 어머니의 뱃속에서의 삶입니다.
어머니 태중에서의 삶은 2단계인 인생의 일상의 삶을 좌우합니다. 산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태중의 아기는 건강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렇게 태어난 후 2단계의
삶인 일상의 삶이 우리 인생의 3단계인 내세의 삶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1,2단계의 삶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노력하지만 그 이후의 삶인 3단계의 삶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2. 일상에서의 삶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면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근심과
걱정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근심과 걱정과 같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분을
온전히 믿음으로 이 일상에서 우리를 짖누르는 불안과 두려움과 같은 인생의 짐을 내려 놓을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일상에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 이후의 삶인 제 3단계의 삶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3. 구원을 누리는 삶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의 삶에 평안이 찾아 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가 그 분을 믿기로 하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시고,
화평케 하시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복을 얻게 됩니다.
[금주의 미션] 결단 카드 작성하기
인생의 3단계의 삶을 이해하고, 특별히 마지막 단계인 3단계의 삶을 준비합니다. 또한
3단계의 삶을 준비한 뒤 경험하게 되는 그리스도 예수님과의 동행을 기대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