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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ation 28

세계적 유행병의 즐거움

본문
생각하기

시편 119:105-112
지금 현재 코로나바이러스 라는 전 세계적 전염병은, 며칠을 몇 주로, 몇 주는 몇 달로 넘어가며
앞을 알수 없는 날들로 만들어 갔다. 그 누가 이러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가?
세상에서의 삶은 마치 영화 “그라운드헉 데이” 처럼, 어떠한 날 이나 상황에 상관없이, 즐거움을
누리고 살아야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빼앗아 간다.

시편 119편 111절에서, 하나님의 “증거” 가 저자의 마음의 “즐거움” 이라고 했다. 영어 사전에서 즐거움 은, 성공이나, 운이
좋았을때, 아니면 무엇인가 잘 되어질 때 갖는 행복감 이라고 했다. 그 해석에 의하면, 요즘같은 날들은 즐거워 할 때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즐거움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언급되어질 때에는, 감정 이 아니라, 아는것 이다. 하나님의 모든
주권 아래, 하나님이 하신 일, 하시고 있는 일, 그리고 하실 일 에 대해서, 우리의 머리와 가슴으로 아는 확신으로 부터
오는 만족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현재 불확실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분의
구원으로 끝이 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 하고 기뻐할 수 있다!
우리가 이러한 즐거움을 어떻게 갖을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시작이 되어서, 좋은 때
이든지, 지금과 같은 세계적 유행병이 도는 힘든 시기 이든지 상관없이, 매일 매일 주님과 교제를 쌓도록 구해야 한다.
이러한 교제를 갖으려면, 하나님의 “증거” 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함의 “유산” 의 지혜를 얻어야
한다.
현재 세계적 전염병의 날들은 매일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시간안에서 우리는 지금 현재 보다, 무엇인가 좀 더 큰
곳으로 옮겨 지고 있다: 절대로 멸망되어 지지 않는 상속이다. 이 사실을 묵상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형용할 수 없는
즐거움이 찾아 오게 된다.
• 영어 사전에서 정의 하고 있는 큰 즐거움 으로 가득 찼었던 때에 대해서 나누어 보자.

적용
기도

• 성경적으로 말씀하는 큰 즐거움 이 있었던 때가 있었는가? 나누어 보자.
•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한다. 마귀는 어떤 계략과 전술로 우리 믿는 자들의 즐거움을 빼앗고, 파괴 하는 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싸울 수 있도록 어떠한 무기를 주셨는가?
우리가 지금 현재 세계적인 유행병의 시간을 지나갈 때에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보는 눈과, 듣는 귀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알도록 도우시고, 현재 상황의 시간을, 우리의 모습이 깎여져서,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닮아 가는 모습이 되는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우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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