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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ation 17

새, 머리털, 하나님의 돌보심

본문
생각하기
라고 하셨다.

누가복음 12:4-7
당신을 두렵게 하는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예수님은 제자들과 첫 대화 속에서, 두려움으로
몰고가는 우리의 실상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다. 주님은 믿음때문에 핍박… 죽음까지도 이르게
할 핍박 때문에…. 제자들은 두려움 속에 마비가 될 것을 알고 계셨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육신적으로 죽일수 있는 자들은 한정된 능력이 있고,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이미
영생을 보장 하고 계심을 확신시켜 주었다. 이 이유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 말라”

주님은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두려움을 갖으라고 하셨다. 올바른 두려움이란, 공포가 아니라 존경, 경의,
즉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경외를 말씀한다.
제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시 확신 시켜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가장 작은 것 까지도 세세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대해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볼수 있는 새들 가운데 가장 흔하고, 가치가 없는 참새의 가치가 하나님께는 어떤 존재인지를 말씀하셨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한 마리도 잊어버리지 않는 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의 창조물 가운데 가장 작은 것도 이렇게 보호하고 계시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관심의 깊이의 끝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은 많은 참새보다 우리는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갖고
계시다고 말씀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에 대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광대하시고, 온전히 우리를 에워싸고 계셔서, 우리의 머리카락 까지도 세심바 되었다고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다.
깨어지고, 파괴되고, 병과 죽음으로 붕괴된 이 세상에서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분의 손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이다!
• 당신은 어렸을때에, 당신을 가장 두렵게 했던 것에는 무엇이 있는가? 지금 당신을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적용
기도

• 로마서 8:28 을 함께 읽어보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서
상기하기 위한 단계에는 무엇이 있을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아버지,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약속을 얼마나 잘 잊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해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읽고, 또 읽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큰 확신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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