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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ation 25

완벽한 성취

본문

빌립보서 3:4-9

우리는 어렸을 때 어떤 경주에 속하게 되었다. 이 경주는 우리 자신조차 그곳에 속해 있는지도
모를수 있는 경주 였다. 그 경주는 우리 자신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또는 하나님께, 경주에서
요구하는 방법으로 우리 자신이 무엇을 하기에 충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최고의 운동선수로 겨룰 수 있는 모습으로, 소셜 미디아에서 많은 사람들의 팔로워를 갖게
된다든지, 맞는 대학교에 들어 간다든지, 교회에서 착한 아이가 된다든지, 아니면 그 외에도 수 많은 방법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하기

바울은 이러한 경주를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육체를 신뢰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정의 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이러한
경주에서 최고의 선수였다라고 언급하였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만큼, 너무나 잘 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그가 쌓아올리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어떻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바뀔수가 있었을까?
바울은 그의 신뢰를 담을 수 있는 훨씬 더 좋은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인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완벽하게 성취해 주셨고, 바울 (우리 역시도)이 온전히 의롭다라고 칭함 받기에 합당한 완벽한 모습을,
예수 안에서 갖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이미 다 성취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애쓸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 자신을 보여주려고 했던, 끝 없이 돌아가는 트레밀 에서 이제는 내려와서, 예수를 아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공하는 삶이다. 그리고, 이것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우리에게, 끝없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 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적용
기도

• 당신 자신을 다른 사람 혹은 하나님께 보여주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계속해서 무엇인가 보여주려고 하는 삶의 결과는 어떨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왜 정말 좋은 소식일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는 일에 의해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아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증명해야 한다면, 우리는 정말 형편없이 실패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만이, 영원히 인정된다는 것을 앎으로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자신을 보여 주려고 하지 않도록 도와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완벽한 성취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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