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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ation 23

소망의 회전

본문

로마서 15:12-13

나는 최근에 로마서 15장 12-13절을 붙들고, 소망의 회전은 무엇으로 나타나는 지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계속 생각하게 되었다. 이 회전은,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묘사하며
시작한다. 우리는 현재 아무것도 보장되어 지지 않은 힘든 시간들을 보내면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심을 다시확인해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통해서 소망을
흘려 보내고 계신다. 12절에 말씀하는 약속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소망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고
대책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의 임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힘이 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으로 부터 오는 모든
약속의 DNA 가, “나를 믿어!” 라고 나를 향해 외치고 있는 것이다.

생각하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때,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주신다. 그리고, 그 뿐만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분안에서 소망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 가운데 더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멈추지 않고 자라는 소망의 회전인 것이다.
소망의 회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선물이다. 약속의 선물. 기쁨과 평강의 선물. 믿음과 약속의 선물.
소망을 붙잡을수 있는 성령의 일하심의 선물. 좋은 소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선물은 기도를 통해서 흘러
나온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로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 소망의 회전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지금 세계적인 전염병이 도는 이 시간속에,
당신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적용
기도

• 로마서 15장 4절 말씀에서,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라고 하셨다. 당신은
성경의 어떤 이야기와 진리로 위로와 소망을 붙잡고 있는가?
• 기도는 천국의 소망을 두드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지금 전염병으로 인한 시간은 당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아버지, 소망이 주님으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워지고,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를 붙잡게 하심을 고백합니다. 저희에게 그것을 볼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소망을 이해할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시고,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을때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우리의 소망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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