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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ation 07

가야 할 섬

본문

출 16:1-8, 16-30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부터 기적적으로 구출되어 졌다. 그들은 홍해를 가로질러
걸어서, 다른 편에 있는 광야로 들어 서게 되었다. 이 본문에서는, 배가 고픈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좋았던 날들” 을 그리워 하게 되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죽게 놔
두실 거 같이 느꼈던 것이다. 주님은 그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큰 일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그들은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님이 채워주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섯째 날을 제외하고는, 그들에게 하루에 필요한 양식의 이상을 거두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그들의 구원자에 대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신 것이다. 안식일을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신 것이다.

생각하기

안식일은, “노동을 금하다” 라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매주 하루를 쉬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과거에 노예 생활을 했던
그들에게 과연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계명은,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으로 부터 받은
소중한 선물이다. 이것을 케빈 드영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다. 안식일은 바다에서 “해야만 하던” 중에 “가야” 할 섬과 같은
곳이다. 당신은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쉼 이라는 좋은 선물을 거절해야 할 것 같은 마음이
드는가?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큰 일을 베푸셨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는
분이라고 신뢰하게 되지 않는가? 안식일은 주의 보좌에 계시는 우리의 구원자를 온전히 신뢰 할 수 있는 특별한 날이고,
주님은 우리가 쉼을 얻고 있을 때에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계신다.

적용
기도

• 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돈을 버는 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일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당신은
어떤 일을 가장 열심히 하는가?
• 긍휼과 구제의 일을 제외하고, 당신이 그 하던 일들을 쉰다면, 어떤 일이 일어 나는가? 안식일에
쉼으로 말미암아, 당신이 갖아야 할 것을 잃게 될 까봐 갖게 되는 두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하셨는가? 왜 우리는 안식일에 쉬라는 이
계명을 신뢰하기가 힘들게 여겨질까?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이 갖았던 것 보다, 우리는 더 큰 기적의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 곳에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게 하심으로 주님은 원수되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는 마치 고아와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걱정하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주님을 신뢰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늘 일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할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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