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l
a
T
e
l
b
a
T
y
l
i
Fam
vvvvv

Conversation 06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 졌느니라

본문
생각하기

에베소서 2:12-13
격리된 삶을 산 지도 한달이 넘어가면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 관계할수 있는 것을 그리워 하게 된다.
우리는 운동경기 씨즌을, 생일 파티를, 프롬을, 교회의 모임을 그리워 하게 된다. 이쯤 되면, 당신은
아마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것 조차도 그리워 할지 모르겠다. 우리는 슬픔과 격리된 마음을 직접
실감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픔은, 전적으로 새로운 사실은 아니다. 인간의 슬픈 이야기는 사람이
하나님과 그분의 방법을 거부함으로, 에덴의 동산에서 “집에 있어” 라는 명령이 처음으로 떨어 지게 되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으로 부터 외롭고, 격리된 곳으로 보내지게 된 것이다 (창 3:23-24).
에베소서 2장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밖” 에 있었던 아시아의 교회들에게,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유대인이 아니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았었던 것을 특별히 상기시켜 주고 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 된 그들에게: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상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복음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다시한번 하나님의 백성들과 거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더 이상 분리됨도, 격리됨도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가까이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리고 가신다. 예수님의 이 삶과 죽음,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소망 없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의 뒷 부분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다는 것과,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는 서로가
화목케 된 다고 설명하게 된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서로 떨어져 지내는 이 시간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에게, 또 서로에게 영적으로
가까워 지도록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누려야 할 것이다.

• 당신은 과거에 하나님의 친밀함을 느꼈던 경험이 있는가?

적용
기도

• 이 한주간에 당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장할수 있도록 무엇을 하겠는가?
• 당신은 안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가족들에게 연락해서 어떠한 용기를 줄수 있으며,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좋은 소식을 어떻게 나눌수 있겠는가?
주님은 우리로 부터 멀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가
주셨습니다. 지금과 같이 고립된 시간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이 기억 나도록 도와 주시고,
우리 역시도 이웃에게 가까이 갈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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