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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ation 11

기쁨: 아름다운 리마인더

본문

히브리서 12:1-3

쌤 스톰은 “누군가 말하기를 기쁨은 고난이 없기 때문에 갖을 수 있는 것 이라고만은 할
수 없고, 기쁨은 하나님의 임재이다” 라고 썼다. 기쁨은 아주 중요한 것이고, 종종 잘 못
이해되어지기도 한다. 기쁨은 자주 행복 이라는 단어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하지만, 사실
기쁨이라는 단어 속에는 보다 큰 의미가 있다. 행복은 깨어지기 쉽고,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지만, 또한 소멸되기도 한다. 그러나 기쁨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소망과 평강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 자신의 행복을 단지 믿는 것 위에 세운 것이 아니라는, 아름다운 리마인더
인 것이다.

생각하기

우리모두에게는 슬픔, 걱정, 두려움, 의심, 우울함, 분노 등등의 순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이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해 주는 것이 바로 기쁨인 것이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이것을 명백하게 볼 수있는 히브리서 12장 1-3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한번 상기 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몇가지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1.
2.
3.

예수님께로 가지 못하게 우리의 마음을 훔치는 것들을, 옆으로 내려 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꼭 기억해야 할 것이다.

고난과 슬픔이 우리 삶의 일부분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더라도, 기쁨 역시도 믿는 자들에게는 보증 되어진
것이다. 기쁨은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으로도 만족함을 누리게 해 준다. 이 진리 안에서 쉼을
얻고, 시편 73편 25-26의 말씀을 자신에게 매일 전해 주어야 한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이 진정 기쁜
일이다.

적용
기도

•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뜻이다. 이 한 주간에 당신은
어떤 것들로 기쁨을 표현 하겠는가?
• 기쁨은 행복과 어떤 다른 점이 있는 가?
• 당신이 좀 더 기쁨을 누리고 산다면, 당신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변할 수 있을까?

아버지, 우리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다 이해 하지는 못합니다. 때로는 두려움, 걱정,
슬픔이 우리를 덮을 때도 있지만, 우리를 괴롭히는 이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보좌에 계시는 분이심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잊지않고 계시는 분
이십니다. 주님은 주의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어두움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선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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