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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versation 18

외국인과 나그네같은 삶: 이상하게 아니면 경건하게?

본문

히브리서 11:13

그들은 낙심했고, 마음이 혼란스러웠고, 절망의 끝에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신원미상의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에게 말씀으로 훈육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이 ‘설교자’는 믿음의 관객들에게, 십자가의 괴로움을
참으신 (히 11:1-12:3),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완벽하게 종결시키도록 그의
양떼에게 용기를 북돋고 있는 것이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 말씀한 후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히 11:!3) 라고 히브리서의 설교자는 쓰고 있다.

생각하기

“외국인” 과 “나그네” -- 같은 뜻일수도 아닐 수도 있다. 그리스도 인으로써 “외국인” 과 같은 삶 
하나님 한 분께만 충성을 다한다는 뜻이다. “나그네” 라는 뜻은, 전형적으로 덕이 있는 삶을 의미한다.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은 삶은 경건한 삶의 푯말과도 같은 것이다. 아브라함과 언급되어진 모든
사람들은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산 이유가, 약속을 만드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했었기 때문이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셨고, 이삭이 태어났다. 하나님께서는 조상 아브라함에게 셀
수없는 자손을 약속하셨다 (창 13:!6).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약속의 성취를 보지못했지만, 우리는 볼
수 있다. 우리와 셀 수 없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다 (로마서 4장).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찬양,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겠다는 결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지금 전 세계적인 전염병이 도는 가운데, 당신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을 붙들고 있는가?

적용
기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터 떠나 방황하고, 다른 우상들에게 복종할 때가 있다. 이 우상들을
없애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누어 보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주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아브라함과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른 이들이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던
것은, 하나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주님, 죽음에 이르기 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 우리가 새 하늘을 기다림으로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로
신실하게 살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소서. 그리고 주님, 지금 매일의 현실이 새 하늘로
우리에게 임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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