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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주인은 누구인가?

왜 내 삶은 이렇게 어려울까?

아직 믿음의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은 무한하다. 우리는 비록 작고 연약하지만 우
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면 그분은 무한하신 그분의 가능성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가 위대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통해 위대하신 그분이 그
분의 일을 행하신다. 지금도 나는 내 앞에 열린 수많은 가능성 앞에 씨름하고 있다. “주님, 무
엇을 원하십니까? 주님, 인도하여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그리고 일찍 자신의 삶에 대해 단정을 내릴 때가 있다. 
이미 어느 정도 이룬 분은 이루신 것을 통해서, 아직 아무것도 뚜렷하게 이루어내지 못한 분
들은 그 결과 앞에서 내 삶이 나름대로 성공했다, 또는 실패했다고 말한다.

관건은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나이, 지금 나의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직 숨 쉬는 시
간이 남아 있는 한, 나의 삶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사실
이다. 주님께 내 삶을 열어 주인 되도록 해드리면 그분은 나의 모든 상황과 조건에 상관없이 
그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목사님, 내 삶의 가능성은 수많은 실수와 실패로 이미 얼룩지고 망가졌습니다. 더 이상 뭘 
어떻게 해볼 힘도 기회도 보이지 않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은 지체가 있는가? 그렇다면 기억
하라!

예수님의 보혈은 수많은 실수와 죄로 얼룩진 우리 인생을 다시금 깨끗하게 씻어주시기에 충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무모하고 어리석은 시행착오로 뒤틀리고 망가진 우리 인생을 새
롭고 온전하게 하실 수 있을 만큼 충분하다. 우리는 소망이 없지만 주님께는 소망이 있다. 우
리는 늘 실수투성이고 문제투성이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주님은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
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
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
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28-30

왜 삶이 수고롭고 무거운가? 내가 주인 되어서 그렇다. 내가 주인 되어 이루려고 애쓴 모든 
수고는 한순간에 이슬처럼 사라진다. 그러나 주님이 주인 되시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우리를 위한 가장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
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영원히 남아 하늘에 기록될 것이다.

관건은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는 것이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했지 실상은 여전히 자신
이 주인인 삶은 그 자체가 버겁고 힘들고 수많은 시행착오로 지칠 대로 지쳐간다. 주님이 주
인 되는 삶은 멀리 있지 않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그분이 내게 하고자 하시는 음성에 귀
를 기울이며, 깨닫고 분별한 만큼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좇아가는 것이다.

†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 잠언 3장 5, 6절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 예레미야 10장 23절

† 기도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지 못하고 제 뜻대로 행하였던 삶을 회개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
도합니다.

† 적용과 결단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