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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versation 12

고통가운데 임하신 하나님

본문

하박국 3:17-19
대부분의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불편함을 피하려고 할 것이다. 우리가 경험에서
알지만, 고통은 슬픔, 두려움 그리고 혼란을 가지고 온다. 아픔은 우리를 낙심시키고,
갈피를 잡지 못하게 한다는 것도 안다.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7절을 통해서,
깨어진 세상에서 사는 삶 속에서는, 아픔과 고통은 피할수가 없는 현실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깨어짐과 어려움을 피할수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생각하기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두가지의 아름다운 용기를 주고 있다. 첫 번째는, 우리는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 되심을 기억해야 한다 (3:18).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지만, 병 이나, 물질적
어려움, 또는 너무나 큰 두려움의 현실은 하나님 백성의 구원에 손 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계신다.
죽음 조차도 예수님을 통해서 베푸신 그 구원을 엄습하지 못하는 것이다 (롬 8:38-29).
두번째로, 우리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 되심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3:19). 아픔이 왔을때, 우리는
“더 열심히 노력” 하거나 “더 깊이 파거나” 할 필요가 없다. 우리 자신이 그 아픔을 돌파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에게 족한 은혜와 연약함 속에서도, 온전한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잡으면 되는 것이다
(고후 12:9).
우리는 그리스도 인으로써, 우리의 아픔을 숨기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간과 하거나, 궂이 설명하려고 애 쓰지
않아도 된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고통의 실상을 받아 들이면 된다; 이 확신은,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과 힘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그리스도의 약속과 임재로 부터 받은 그 확신인 것이다!
• 세상의 어디에서 고난을 볼 수 있는가? 당신 자신의 삶 속에는 어떠한 아픔을 겪고 있는가?

적용
기도

• 아픈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 인의 기쁨은 어떤 모습이고, 우리의 기쁨의 원천은 누구 이신가?
• 오늘 당신은 우리에게 온전한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어떻게 더 의지 하겠는가?

하나님, 우리는 아픔과 고통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압니다. 우리는 깨어진 세상 속에서 사는
깨어진 존재 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딪치는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고, 능력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이 지금으로 부터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자 이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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