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8일(주일) 고난, 어떻게 위로하고 대비할까 속회공과
욥기 16:1-4 찬송가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365장 (통 484장)
금주의 말씀 : 잠언 10:32
오늘은 고난에 답하다 마지막 시간으로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고난을 받는 사람을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마지막으로 고난에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 고난을 대하는 태도
첫 번째로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고통과 고난의 문제는 세상에 너무나도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세속적인 사회와 문화에서는 크게 세
가지 태도로 고난을 대하고 처리합니다. 첫 번째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는 태도이며, 두
번째는 전문가가 처리해야 할 문제라고 여기는 태도이며 마지막으로는 빨리 치워야 할
걸림돌로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렇게 고난을 대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고난에는 의미가 있고, 그 원인이 다양하지만 그럼에도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을 줍니다.
*고난을 어떠한 태도로 대하고 있었습니까?
2. 고난 받는 자 앞에서 : 재난의 위로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로 고난 받는 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위로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 중에 고난을 당한 사람에게 가서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며 고난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이야 말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재난의
말이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건낸 만들은 맞는 말이었지만 지혜롭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가장 우선은 고통에 공감하고 그 비통한 마음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소망과 위로를 건내야 합니다. 이처럼 위로의 올바른 순서를 지키고
적절한 상황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통해 진리의 말씀으로 참된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그 동안 위로의 말을 어떤 순서로 했습니까?
3. 고난 앞에서 : 미리 대비하라
마지막으로 고난을 만나지 않은 모두에게 말씀드립니다. 고난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고난은 저절로 성장과 성숙이라는 선한 열매를 주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미리 대비하기 위해
깊이 있는 성경 지식과 충분한 기도시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머리로 알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서 힘겨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고난의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성경 연구와 기도생활이라는 두 가지 훈련을 반드시 평소에 해야 합니다.
*고난을 대비하기 위해 어떤 훈련을 했었습니까?
금주의 미션 [고난을 미리 대비하기]
고난이 다가오기 전에 미리 말씀 훈련과 기도생활을 훈련합시다. 이를 위해 예배에 더욱
힘쓰며 성경공부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