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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ation 27

비추어라!

본문
생각하기

마태복음 5:14-16
빛이 하는 일이 무엇일까? 몇 가지 일들이 있다…

첫째로, 빛은 인도할수 있다. 우리가 방에 들어서면, 먼저 하는 일이 방 불을 키기 위해서
스위치를 찾는 일이다. 왜냐하면, 어둠속에서 넘어지거나,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거나,
벽에 부딪치거나, 발가락이 끼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빛은 우리가 가는 길을 잘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빛은 또한 무엇이 진실인지 보여준다. 나는 한번 친구들과 캠핑을 간 적이 있었는데, 우리가 있던 뒤의 숲 속에서 어떤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위험한 동물이라고 확신했었다. 그래서, 손 전등을 비추어 보았는데, 그것은 바로
두꺼비 였다. 우리는 큰 일이 일어 난줄 알았었는데, 빛은 감사하게도 우리가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 주었다.
마지막으로, 빛은 우리가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한다. 만약, 당신이 농구 경기나, 콘서트, 또는 연극에 가 본적이 있다면,
불 빛이 어떤 한 선수, 또는 연기자에게 집중되어서 비추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 순간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이 비추고 있는 그 한사람에게 집중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 인들에게 세상의 빛 이 되라고 말씀 하신다. 빛으로써, 우리는 사람들을 안내를 돕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사람들이 진리를 볼수 있도록 돕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그 분에게 모든 사람들이 집중 하는 일을 돕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인도와 진리,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이 세상에, 우리의 빛이 빛추어야 이 부르심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적용
기도

by Joel May

• 당신은 지금 현재 인도와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까?
• 에베소서 5장 8-11 을 읽어보자. 당신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겠는가?
• 당신은 어느때에 당신 자신 보다 예수님께 집중하기가 힘든가?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이 잃어버린 자들을 인도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할수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다른 이들에게 빛이 되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이 받기에 합당치 않은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의 진리를 밝힐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신 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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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Fellowship (ruf.org), worked as a Summer Inter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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