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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ation 10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할까?

본문

빌립보서 2:12-13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하고, 운동선수들은 경기를 해야하고, 배우들은 관중의 집중을
끌어내어 쇼를 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들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빌립보서 2장 12-13 절에,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구원을 이루어 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다.

생각하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잊지않는 것이
중요하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이 필요한 것이다. 본문 12절에 각자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너희” 라는 단어를 간과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교회를 오래다녔다고 해서, 자동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드리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에대해, 바울은 일을 하라고 강조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일이란 무엇인가? 역사상,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영적인 훈련에 대한 것을 말씀한다. 이 영적인
훈련이란 간단히 말해서, 성경 읽기, 기도, 교회 소속, 금식, 섬김 등을 말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친밀해 질수록, 이웃을 섬기는 훈련으로 하나님과 가까 와 지는 성장이 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13절의 말씀을 읽으면, 이것은 하나님의 일 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낼 수 없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전 세계를 덮고 있는 코로나바이러스로 각자 집에 있어야만 하는 이 시간을, 영적인 훈련들을
함으로써 하나님과 가깝게 되는 성장이 있도록 힘 써야 할 것이다.

적용
기도

• 이 한 주간에 당신은 어떤 영적인 훈련을 시작하겠는가?
• 오랫동안 보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 당신은 이 한 주간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 하겠는가?
• 코로나바이러스의 사태가 모두 끝난 후에도, 당신은 영적인 훈련을 이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겠는가?

주님, 그리스도인으로써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 지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 자신의 영적 성장의 시간으로 잘 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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