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7일(주일) 속회공과
고난 중에 할 수 있는 일 시편 118:5-6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통 470장)
고난이 유익하다는 것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고난이
유익한 것은 알겠는데, 그 고난이 막상 눈 앞에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1. 예수님 앞에서 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울 수 있습니다. 중세 교회에서는 고난을 꾹
참는 것이 값진 덕목으로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고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는 참아야 할까요?
종종 고난과 시련 앞에 눈물을 흘리거나 슬퍼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 더 나아가 예수님까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쏟아 낼 때 주님께서 주시는 깊은 위로와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 고난 앞에서 나는 어디에서 울고 있습니까?
2. 지금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울며 기도를 하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기도 할 때 분명히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그것을 우리는 의지할 수 있습니다. 고난과 고독함이 함께 몰려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으니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 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시편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끝은 결국 주님 품 안 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3. 예수님으로 인해 참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참된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고난이 사라진 궁극적인 참되며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초대교회의 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도
초대교인들은 그 고난과 환란을 침착하고 평안하게 받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참되고 살아 있는 소망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이 소망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현실에서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맞설 수 있는 소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도, 시련도 죽음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때가 있음을 믿는 것이야
말로 그 무엇보다 강하며 참된 소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금주의 미션
고난이 찾아 올 때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이제부터는 예수님 앞에서 울며, 기도하고 더
나아가 우리의 기도와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된 소망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