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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ation 02

낯선 시간에 찾아온 나그네

본문

베드로 전서 2: 11-12

어느날, 목사님 한분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이러한 전염병을 일평생 한번도 겪어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신 95세된 할머니의 말씀을 언급하였다. 1930년도경에 있었던 “대 공황”
이나 “세계 2차대전” 때에도 그녀에게는 지금과 같이 낯설지는 않았다고 했다.
낯설고, 기괴하고, 이상하고, 전례가 없다. 지난 몇달동안 이 단어들이 자주 반복되는
것은 헤아릴수가 없다. 지금과 같은 이런날들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서 경험했던 날들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 본질이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을 찾을수
있다.

생각하기

2장 앞부분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는 어두움에 있었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의해서 빛 가운데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쓰고 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어 졌다. 그리고, 놀랍고,
기쁘고, 삶을 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은 우리에게 거류자이고 망명자인것을 알려주고 있다. 아니면,
한 번역에서는 이것을 “나그네” 라고 한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하는 진리로,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싸워야
하고, 선한 행실을 위해 애써야 함을 그 다음 절에서 강조하고 있다. 나그네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알아야 한다
 아름다울수도 있는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전염병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분의 완전하신 삶과 독생자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완전한 집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낯선 날들은
우리와 같은 나그네들에게, 앞으로 올 삶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 만약 우리가 나그네, 또는 거류자로 이 땅에서 산다면, 그것은 어떤 모양이 될까? 그리스도
인으로써 어떠한 열매들을 맺을수 있을까?

적용
기도

• 그리스도 인은 매일의 삶속에 영생에 대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도록 부름을 받았다. 당신은 이
세상은 당신의 집이 아님을 보여주며 살고 있는가?
•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이 전염병은 당신에게 이 땅의 삶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으로 사신 영생을 바라 볼수 있도록 어떻게 도울수 있겠는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모양의 슬픔도, 눈물도,
아픔도, 고통도 없는 영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집에 가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써 우리가 신실하게 살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을수 있도록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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