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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ation 20

영원한 마음가짐

본문

베드로전서 1:3-9

오늘 우리가족은 원래 딸이 졸업하는 대학교가 있는 도시에서, 딸의 졸업식을 위해서
모이기로 한 날이다. 이 축제는 계속되어 다음주에는 아들의 고등학교 졸업을
축하하도록 되어 있었다. 2020년에 있는 두번의 졸업식으로 인해서, 우리는 원래
바쁘고 즐거운 봄이 되길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바이러스의
사태는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생각하기

계획을 취소함으로 많은 이들은 실망감과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표현하도록 초청하고 계신다. 혹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잠시 왔다가는 이 땅의 현실에 눈이 멀어서,
우리가 고대하고 기다리던 행사들로 부터 배신 당한 느낌이 드는 것은 아닐까?
베드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을 넘어선 것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다. 스포츠 씨즌, 프롬, 졸업식,
생일, 친구와 보내는 시간들  이런 것들은 현재 모두 줄여 졌거나 취소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러한 것들보다 훨 씬 더 좋은 것이 있고, 그것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빼앗겨 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안에
있는 모든 이들은, 영광중에 영원한 자리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경기에서 승리 후에 얻는 기쁨,
재밋는 밤, 큰 행사 등등에서 얻는 지나가는 기쁨이 아니라, 천국의 찬란함은 절대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추구한 대로 일이 되어 지지 않았을 때, 우리가 몸부림을 칠때, 어려움에 부딪쳤을 때,
우리는 위를 봐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하늘 소망으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히 만족케 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 해야 하는 것이다.

적용
기도

• 계획했던 모든 활동과 행사들이 없어지면서, 당신은 어떻게 하고 있는 가?
• 커다란 기쁨이 있었던 시간들을 나열해 보자. 그 기쁨은 얼마나 오래 갔는가? 그 때의 그 기쁨과
베드로가 말씀하는 상속에 관한 말씀과 비교해서 토론해 보자.
• ___________________(실망스런 일을 적어보자) 일이 있었지만, 어떤 진리가 당신으로 하여금 영원한
것에 대한 마음가짐을 갖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가?
주님,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그 언젠가 주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사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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