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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ation 09

왜 은혜는 좋은 소식인가

본문

로마서 8:1-4
우리가 집에서 함께 있어야만 하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쉽게 죄를
지을수 있다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을때에, 누군가 텔레비젼의 볼륨을
높여놓고 있다면 인내하기가 힘들것이고, 제 3차 대전이 시작이 된다. (나만 그런것은
아니겠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어떤 때이든 가지고 싶어 한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죄의 속성이고, 아마 요즘 당신의 가정에서 볼 수있는 모습이기도 할

생각하기
것이다.

복음은 은혜에 대한 메세지 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는 이 말씀이
좋은 소식이다. 우리는 누구나 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면, 모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좋은 소식인
것이다. 우리는 죄를 가지고 서 있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다…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안” 에 있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이 서게 될 것이다. 죄 책감과 부끄러움의 족쇄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인들은 자유 함으로 살수 있는 것이다.
지금 이 어지러운 세상은 “갖은 자”, “갖고 있지 않은 자” 로 나누고, 성적에 의해서 “승리자”, “패배자” 로, 재산,
소셜 미디아를 하는 사람들, 또 다른 중요 잣대로 표시하고 있지만, 복음은 죄인들을 위해서 은혜를 선포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좋은 소식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고 칭 하여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졸업식, 운동경기, 프롬 등이 취소 되었어도, 소망가운데에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절실할때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분의 이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시다!
• “의롭다 하심을 얻는” 다는 말씀은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다” 라는 뜻이다. 당신은 성경 안의
인물가운데, 이 말씀을 경험한 사람 가운데 떠오르는 인물에는 누가 있는 가?

적용
기도

• 하나님과 당신이 만난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정죄함” 이 없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함” 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하루를 산다면,
당신의 태도와 생각은 어떻게 바뀔 수 있겠는가?

아버지, 예수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그곳에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더 이상 나에게는 “정죄함” 이 없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심판을
가져가셔서, 자유와 소망 가운데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나의 생각과 마음과 손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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