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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주 7부 학생회 모임 6회
그룹바이블 스터디(GBS) / 임야곱
주제/"그분은 아주 좋아하신다"
참석자/ 임야곱, 김세진, 김경동, 김한솔.
날짜/ 2016. 3. 4. 목. 7:00(PM)
장소/광주 7부 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랑을 마음에 굳게 새
겨 그분의 은혜를 받기 위해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는 유혹을 받을 때마다 이곳을 피난처로
삼길 원하신다.
우리의 소망을 우릴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둘 때, 모든 걸 보는 시각이 달라진다. 이건 과장
이 아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을 때, 내 삶의 거의 모든 부분이 달라졌다.
여기서 ‘나를 향한’이란 부분이 중요하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안다고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것과 하나님께서 당신과 나를, 개인적이고도 인
격적으로, 심지어 우리의 모든 불완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한 점 의심 없이 아
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관련된 ‘모든 것’에 관심을 두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없이 개인적이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좋은 일이거나 나쁜 일이거나 간에 무엇이든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 하나
님께서는 아주 좋아하신다!
당신은 직장에서 승진했다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가장 친하다고 생각했던 친구
가 당신의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했을 때 느끼는 강한 분노를 하나님께 털어놓아도 좋
다. 하나님께서는 둘 중 어느 한쪽에 더 관심을 두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몸부림 친 이야기보다 승리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
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이야기에 관심을 기울이신다. 하나님은 당신을 매우 사랑하시며, 당
신의 모든 삶에, 그 삶의 모든 순간에 들어가고 싶어 하신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묵상해보길 바란다. 자신에게 소리 내어 말해보라. “하나
님은 나를(자신의 이름을 넣어라) 매우 개인적으로 사랑하시며,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진리를 묵상하고, 이 진리를 꿈꾸며, 이 진리에 깊이 잠겨라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시고, 당신을 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긴밀한 관계를 맺길
아주 간절히 원하셔서 이것을 위하여 그분의 외아들이 고통당하고 죽는 모습을 지켜보셨으며,
예수님 때문에 당신을 대적하지 않으실 것이다. 사실, 온 세상의 그 무엇도 당신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지 못한다.
이 진리가 당신의 마음에 깊이 뿌리내릴 때, 당신은 달라지지 않을 수 없다. 삶에 무슨 일이
닥치든, 당신은 자연스럽게 반응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흔들리지 않으며 늘 동일한 진리로
돌아간다. 당신이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주 깊이 돌보신다는
진리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신다는 사실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계시로 돌아간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실제로 자신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추어졌다고 느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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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시작할 것이다.
- 죽기까지 노력했다, 산드라 맥콜롬
†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 요한
복음 15장 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
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
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39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
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 요한일서 4장 16절
† 기도
우리의 모든 이야기에 관심을 두시고 사랑하시며 살피시는 주님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피난처 되시는 아버지 안에 날마다 거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 적용과 결단
하나님아버지께서 흔들리지 않는 사랑으로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감사하
며 살고 있나요? 무엇이든 아버지 앞에 나아가 말씀 드리며 그분 안에 거하는 자녀 되기를
결단해보세요.
출처: 갓피플 닷컴 http://theme.godpeople.com/theme/25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