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24일(주일) 속회공과
고통에답하다(3)_ 평강을 위한 3가지훈련/빌립보서 4:6-9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데서 (통
412장)

바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굶주림과 투옥, 배신을 비롯하여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
를 다섯 번이나 맞았습니다. 특히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라, 살 소
망이 끊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서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에든지 자족하며 평
강을 누릴 비결을 배우고 누렸습니다. 우리도 고난 가운데 평강을 누리기 위해, 바울이 본문
을 통해 제시한 세 가지 훈련을 함께 나누며 배우고자 합니다.
1. 생각 훈련
바울은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한” 것들
을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8절). 이것은 고난 가운데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 생각하고 묵상하라
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훈련입니다.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9
절). 위로가 필요한 순간에 왜 교리 생각을 하라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
나 순결한 그리스도께서 당한 고난을 묵상할 때, 죄 없는 내가 애매히 고난을 받고 있다는 한
탄과 자기 연민의 늪에서 비로소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내가 받는 고난을 예수
님도 받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큰 위로를 얻을 뿐만 아니라, 평강과 감사가 회
복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 고난 가운데 내가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것은 나의 고난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입니까?
2. 감사 훈련
바울사도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권면합니다. 그러
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
는 기도가 응답되면 그 때야 비로소 감사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구하면서 드
리는 감사입니다. 응답을 확인하기 전에 먼저 앞질러 드리는 감사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모
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감사드
릴 수 있습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의 일부임을
인정하고 감사드리면, 고난의 과정 가운데 더 많은 평강을 누리게 해주시고, 결국엔 진정 감
사할 일로 바꾸어 주십니다.
* 나의 감사는 응답받은 후에야 드리는 감사입니까, 먼저 드리는 감사입니까?
3. 사랑 훈련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더 자주 누리기 위해서는 사랑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하나
님을 더욱 사랑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그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
니다. 다만, 가족과 물질, 세상에서의 성공 등에 비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분량이 적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분께 대한 사랑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나의 영광으로 삼는
것도 고난 가운데 할 수 있는 사랑훈련입니다. 성공에 우리 인생의 목표를 두면, 계획이 좌절
되었을 때 사람도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회복의 속도도 더딥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영광 돌
리는 것을 목표로 두면, 좌절하다가도 더 빨리 일어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인생의 목적
을 둔 사람이 회복하는 속도와 평강을 누리는 빈도는 차원이 다릅니다.

* 내가 인생의 목표로 두며 사랑하는 것은 세상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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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을 읽고 묵상합시다. 문제에 대하여 먼저 감사합시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둡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