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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ation 24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본문
생각하기

빌립보서 4:4-7
나는 나의 삶 속에서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던 시간들이 많았다. 생전 처음으로 나의 방에서
혼자 자던 날, 마켓에서 엄마를 잃어 버렸을 때, 6학년때 새 학교에서 시작하던 날,
고등학교에서 10일 하이킹 여행을 갔었을 때, 대학교로 옮겨졌었을 때,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갔었을 때, 새로운 일을 시작했을 때 이다. 그리고, 지금 세계적인 전염병의 한복판에 있다.

각각의 상황속에서, 부모님이나, 지도자 또는 친구가 나에게 두려워 하지 말라고 말해 주는 것은 절대로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위에 나열한 것 이 외에도 훨씬 더 많다), 그들이 나와 함께 있고, 나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해 주는 것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고, 그 말은 나의 두려움을 내 자신이 홀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해 주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처음 읽었을 때에는 직선적인것 같아 보였고, 나는 오랫동안 이 약속의 능력이 무엇을 주는 지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했었다. 감사함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걱정을 멈추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도와 주실
것이다 라고 권유하는 듯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의 두려움과 행동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묵상해 보면,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이길수 있는 용기와 확신은 주님의
임재와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라는 것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6절),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5절),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시리라” (7절) 를 통해서 우리를 북돋고 계시고 있다.
당신은 걱정이나 두려움 가운데 있는가?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고 계신다. 당신을 돌보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두려움을 홀로 감당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전염병이 돌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당신의 위로자 되시기 때문이다.
• 가족이 각자가 갖고 있는 걱정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자.
• 그러한 걱정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방안에는 무엇이 있을까?

적용
기도

• 홀로가 아니라는 사실은, 당신에게 용기와 (또는) 확신을 주도록 어떻게 돕고 있는가?
•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이 걱정으로 싸여 있을 때, 당신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게 계신다.
당신의 마음이 걱정으로 무거울 때, 그 마음을 내려 놓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기억하겠는가?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도
홀로가 아닌것 처럼, 우리 역시도 홀로가 아님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은, 시련과 도전,
아픔과 고난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두려움에 휩싸이기 쉬운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와 항상 가깝게 계시고,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감사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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