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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ation 03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본문
생각하기

베드로 전서 5:6-11
우리는 많은 염려를 대면하게 된다. 염려는 쉽게 말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 또는 어떤 것에
나쁜 일이 일어날수 있는 일” 이라고 할수 있다. 물론, 우리의 염려는 그 모든 것이 나쁜것만은
아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나쁜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옳은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의 염려는 우리를 잘 못된 곳으로 인도하기도 한다.
본문의 이 말씀은 우리의 염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지를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드려야 한다.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고통중에 우리는 혼자라고 고소하는 원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앞을 바라보며, 우리는 고통과 염려로 끝나는 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러나, 본문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다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뒤에는 진리가 받쳐주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는 모든 염려는 주께 드려야 할까?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전능자 이시기 때문이다. 또한, 주께 모든 염려를 드림으로써, 우리가 애써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교만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 아래에서 겸손할수 있기 때문이다. 왜 우리는 악마의 거짓말에 저항해야 할까?
우리는 전 세계에 모든 믿는 자들과 형제의 관계를 갖고, 함께 고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왜 미래를 바라 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여 주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확신을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세워주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은혜는 넘치고, 믿음안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을
주시는 것이 이야기의 끝인 것이다.
이 말씀은 당신으로 하여금, 당신의 모든 염려를 당신 자신이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주께 드리고 싶게 만들지 않는가?
• 요즘 당신은 어떤 염려를 갖고 있으며, 그 염려를 당신은 어디에 주고 있는가?

적용
기도

•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말씀뒤에 있는 진리를 생각해 보자. 이 진리의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가장 당신에게 위로를 주고 있는 가?
• 이 한주간에 당신의 염려를 주님께 어떻게 하면 드릴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지혜를 모아보자
아버지, 주님은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이 진리에 대해
의심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염려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 변치않는 소망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를
맞아주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이심을 믿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염려를 주님께 맡길수 있으며,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이 온전하게 이루어 질것을
신뢰할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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