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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ation 26

너의 명철? 아니면 하나님의 명철?

본문

잠언 3:5-6

하나님은 유머가 있으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유머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 이 본문의 말씀은 내가 처음으로 외운 성경의 말씀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은 내 생애 동안 싸워야 하는 일 인것을 알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누구를 신뢰해야 하는 지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다.
아마 지금 이 내용은 유머스런 내용이 아닐 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상황의 소리를 뚫고서라도,
우리에게 들리도록 말씀한다.

생각하기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도는 가운데, 우리는 누구 또는 무엇에게 돌아서야 겠는가? 아무것도 확실한 것이 없는 이 때에,
우리는 누구 또는 무엇에게 돌아서야 겠는가?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 모르는 우리의 삶에, 우리는 누구 또는 무엇에게
돌아서야 겠는가?
뉴스를 읽고, 페북에서 사람들이 올리는 기사를 보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그 기사에 휩쓸리게 된다. 인터넷은
지금 우리에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백 가지 다른 추측과 백 가지 다른 답을 주고
있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은 전문가들이 되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의 명철을 의지해야 하는가?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분이시고, 그 분의 길은 우리의 것보다
좋은 것이고, 그 분의 명철은 우리의 것보다 높다라는 것이고,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명철을 의지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철을 의지 하라는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고, 그 분은
그의 보좌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까지 이 세상 속에서 일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할 것이다.

적용
기도

• 지금 이 때에 갖고 있는 당신의 관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알려주고 있는 가?
• 우리가 수동적인 자세를 갖고 있으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어렵다. 당신은 하루하루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기 위해서, 어떤 행함을 취해야 할까?
• 지금 이 전염병의 시간이 지나갈 때에,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기억하고,
신뢰할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긍휼이 매일 아침 새롭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영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의
명철이 아닌 하나님의 명철을 신뢰하도록 도와 주소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열어 주셔서, 그
길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열려진 길 인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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