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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ation 14

조절과 상식

본문

잠언 2:7-11

나는 요즘 많은 시간을 새 사무실에서 창 밖을 내다 본다. 2020년에 나나 나의 남편이
사무실을 새로 얻을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았었지만,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서,
손님방으로 썼었던 방은 그의 새 사무실이 되었고, 그의 새 사무실은 우리 집 뒷마당의
풍경을 잘 보여 주고 있다. 나는 끝이 없는 행렬의 뛰는 사람들, 걷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아기 유모차를 미는 엄마, 아빠들 (우리 집앞을 지나는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을 보고 있을 때, 남편은 봄의 소식을 알리는 나무와 꽃들의 변화들을 바라본다. 이 나무와 꽃들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떠한 조절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우리 거주자들이 심각한 변화에 직면해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정해 놓으신 질서대로 계속간다.

생각하기

지난 6주간을 한 마디로 종합해 본다면  조절; 때론 작게, 때론 크게, 대 부분의 사람들은 “질수 밖에 없는 경기”
를 하는 듯한 마음을 갖게 된다.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힘을 다해 새로운 기능을 배워야 하고, 부모들은
선생님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가족간에 새로운 방법으로 상호작용하며, 전 보다 많은 시간들을 함께 지내고, 불
확실함 가운데 새로운 공간 속에서 가족 전체가 살아야 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본문의 말씀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함을 상기시켜 주는데, 하나님은 지식과 지혜를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식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나는 이 말씀을 사랑한다. 이 이례적인
시간속에 엄청난 보물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것은, 복잡하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 특별한 시간들 속에 서로가 어떻게 조절하며 살아야 하는지 묻고,
더 하자면, 함께 평화롭게 살아야 하는 것이다.
• 우리 가족안에서는 어떤 조절을 하게 되었는가? (공간, 스케줄, 방식, 참여해야할 활동을 할 수
없게 된것 등등)

적용
기도

• 코로나바이러스 때문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변화가 없는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 당신의 가족들이 모든 것이 괜찮아 질거라는 마음이 들수 있도록, 당신은 어떤 기초를 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는 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현재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복잡하게 조절하지 않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가 서로에게 지혜롭고, 올바롭도록 도우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도록 도와 주소서. 잠언서를 통해서 우리는 안전할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이
우주만물의 하나님은 영원하신 진리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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