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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주인을 바꾸라! 
회개의 핵심은 자기가 주인이 된 죄다.

한 자매의 간증이 나의 마음속에 계속 메아리치고 있다.

그 자매는 자신이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으며, 부활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믿을 만한 증거라는 사실도 믿는데

왜 그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로 고민했다. 그러면서 주님께 왜 

자신에게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는지를 기도로 간절히 여쭈었을 때 그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네가 주인이잖아!’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그 즉시 

자신이 여전히 주인 되어 살아온 삶을 비로소 굴복하게 되었다고 한다.

‘누가 진정한 나의 주인인가?’이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일에 있어서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회개의 핵심은 예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존재를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은 것을 뉘우치고 고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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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그 누구도 자신이 주인 된 죄, 예수 믿지 않는 죄,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은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회개의 핵심은 

자기가 주인이 된 죄다.

그 죄를 위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대신 형벌을 받게 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사실을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 이것이 회개의 본질이며 회개의 

진정한 내용이다.

회개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 

정말로 심각한 수준에서 눈물 콧물을 쏟으며 회개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회개할 것들이 생겨날 뿐 아니라 이전에 회개하지 못했던 또 다른 많은 

죄악들이 새롭게 생각나게 된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전에 회개했던 죄악들을 모두 완전히 사함 

받았다는 확신이 약해지기도 한다. 그러면 또다시 회개하는 일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회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무엇을 회개할 것인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회개하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다.

회개는 죄 사함을 받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며,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회개하지 않은 사람에게 이러한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 반드시 회개를 해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도덕적, 윤리적 죄의 회개가 우선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다는 

말은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지은 도덕적, 윤리적 죄악들을 회개하는 것을 

훨씬 더 넘어서는 것이다. 그보다 더 근원적이고 심각한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회개는 자신의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일이다. 회개는 하나님과 원수 된 자신의 

자리로부터 돌이키는 것이기에 반드시 하나님과 화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심각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만 한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윤리적, 도덕적 죄악들과 자기 양심에 찔리는 

죄악들을 모두 기억해내어 몇 날 며칠 동안 주저리주저리 눈물을 쏟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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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회개는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높여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온 죄를 뉘우치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다.

  

† 말씀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 로마서 6 장 23 절

이 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4 장 17 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 갈 2 장 20 절

† 기도

주님 내 자아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부활하신 주님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 적용과 결단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주인을 바꾸는 일임을 꼭 기억하세요

오늘 하루 내가 주인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 살 것을 결단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