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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ation 13

광풍의 주인

본문

마가복음 4:35-41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요즘 광풍의 한 가운데 있는 듯한 마음이 들지 않는가? 감정의
파도와 두려움의 파도가 있는. 불확실한 파도. 고독한 파도. 물에 가라앉고 있는 듯한
마음이 드는 사람도, 우리가운데 있을지도 모르겠다. 어떤 이들은 이것을 다시 시작하는
버튼을 누르는 기회로 삼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당신이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당신을 만나 주실 것이다.

생각하기

예수님은 모든 삶의 걸음속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신 장면을 복음은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장면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떠한 일을 하시려고 오셨는지, 우리는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는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다. 본문에서, 우리는 큰 어두움의 광풍이 제자들 주변을 다 뒤덮고, 그들이
타고 있던 배로 파도가 들이 닥쳐 배를 침몰 시키려는 위기 앞에서, 제자들의 감정 상태를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들은 공포, 두려움, 의심, 걱정으로 압도 되고 있었다.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듯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그
분의 능력으로 바람을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라고 이르셨다. 주님의 말씀에, 거친 바다는 유리와 같이
부드러워 졌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삶의 모든 광풍을 주관하시는 결정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현재 오늘날 겪고 있는 것 까지도 말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동안,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지만,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신다고 약속해 주셨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 우리가 알수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광풍을 지나갈수 있도록 붙잡고 계시는 것이다.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기쁨에 오늘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의지해야 할 것이다.
• 당신은 이번주에 어떠한 일로 인해서 두려움을 느꼈는가?

적용
기도

• 예수님은 그 두려움속에서 당신을 어떻게 만나고 계셨는가?
• 예수님은 당신을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 이 진리가 당신에게 어떠한 용기를 주고 있는가?

아버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당신의 변치 않는 사랑과 흔들리지
않는 기쁨 주신 것을 감사 드립니다. 이 비 바람 치는 날씨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 주소서. 아버지,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다시 한번 각인되어 평안을 허락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아바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주님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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