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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ation 05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자

본문

로마서 8:22-25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팀이 결승전에 올라 갔는데, 당신은 그 경기를 생방송으로 볼 수
없다고 가정을 해 보자. 그 날 밤에 당신의 전화기로 팀이 이긴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아침
녹화된 경기를 시청하려고 앉았을때, 당신은 아직 시청을 시작하기 전이지만, 경기는 이미
이긴것으로 끝났기 때문에, 당신은 그 순간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일 것이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것을 “소망” 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생각하기

영어로는 우리는 보통 소망을, 희망이라는 뜻으로 쓰곤 한다. “난 이번 시험을 잘 볼수 있기를 소망해” 아니면, “나는
이 학교에 합격하길 소망해” 아니면, “우리 팀이 이기기를 소망해”. 또, 이렇게도 말한다. “앞으로 어떤일이
일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면 좋겠어”. 그러나, 성경은 “소망” 이라는 단어를 어떠한 희망적인
꿈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쓰고 있는 것이다. 좐 파이퍼는 이것을, “소망은 미래에
대한 믿음의 시제” 라고 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우리가 현재 볼 수 없는 것에 대한 소망과 그것을 인내로 기다려야 함을 말하고 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다 읽어보면, 바울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미래의 영광에 대해서 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는
우리 주변의 세상에서 붕괴 (지금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세계적 유행병과 같은) 가 일어난다고 해도, 우리의 끝은
어떤 모양일지에 대해 상기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안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우리의 몸과 영혼,
또 창조 자체가, 그 어느 날 새롭게 되는 확실한 미래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 순간을 그냥
소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소망해야 할 것이다.

• 바울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는가?

적용
기도

•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에 소망을 두고 있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 그
이야기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가리키고 있는 가?
• 이 성경 말씀의 이야기들을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병에 적용한다면, 당신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예수님,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고, 부활해 주심으로
소망과 미래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불확실한 것들에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온전히 신뢰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지금 이렇게 큰 혼란과 불확실의
시간속에서 이 소망의 약속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루하루의
삶속에서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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