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 -

2016년 8월 11일 학생회

참석 명단: 임야곱, 김경동, 남기연, 김세호, 황여은

‘나를 향한 계획’을

발견하는 방법!

당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목소리들을 제거하라.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숱한 질문을 안고 살아간다. ‘대학에 가야 하는

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취업을 해야 하는가? 어느 대학을 가야 하는가, 무엇을 전

공해야 하는가? 무슨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가, 어디에 살아야 하는가, 어느 교회에 나가야

하는가,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가?’

때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너무나 필사적인 나머지 그분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대

신 스스로 애쓰다 더없이 혼란스런 상태에 빠진다.

그러나 우리의 숱한 질문 중에 늘 기억하고 대답해야 할 질문이 하나 있다. 하나님께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이 있는가? 물론 있다! 시편 기자는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

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시 139:16)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어떤 사람이 되도록 계획하셨는지,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이 무엇인지

실제로 알 수 있는가? 나는 알 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적

합한 자리에 있지 못할 때가 많다.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아서가 아니다. 우리의 주의를 끌려고 경쟁하는 목소리가 너무 많

기 때문이다. 우리를 방해하는 다른 목소리는 취미, 재정 상태, 자녀들, 결혼생활, 직장, 오

래되고 따분한 일일 수 있다. 하나님의 음성은 크지 않다. 흔히 그분의 계획은 속삭임보다

더 조용한, 작고 세미한 음성으로 계시된다.

우리를 산만하게 하는 목소리를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침마다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는 것이 꽤 도움이 될 것이다. 지혜가 필요하면 잠언을 읽어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 깊어지길 원하면 시편을 읽어라. 말씀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모르면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소그룹에 참여하라.

금식을 못하겠다면 적어도 이따금 미디어 금식을 해보라. 컴퓨터와 텔레비전을 끄고 블로그

나 잡지, 신문 읽기를 잠시 그쳐라. 어디선가 하나님과 단 둘이 며칠을 보내라.

그분이 직접 주시는 생각 하나가 마귀가 당신의 삶에 여러 해에 걸쳐 쌓아놓은 걸 단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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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무너뜨릴 수 있다. 산만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내면을 향할 때에야 그

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지으셨는지 전혀 모른다는 것이다. 그

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맞서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

가’가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다. 우리의 의지 싸움이

다.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셨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

이 핏방울같이 되도록 씨름하시다가 마침내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눅 22:42)라고 기도하셨다.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단단히 복종시키셨다. 이

는 이 싸움이 실제로 얼마나 힘든지 보여준다.

예수님이 그토록 힘드셨다면, 우리는 어떨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 이게 제 계획이에요.

축복해주세요”라고 말한다. 우리는 실제로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

도하는 대신에 “당신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이루소서”라고 기도한다. 그리고 우리의 바람

을 점점 크게 되풀이하면 그분이 결국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당신을 누구로 만드셨는지와 당신을 향한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일 때,

그분에게 “내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때, 당신은 전

혀 새로운 수준의 평안과 만족을 발견할 것이다.

시편 37편 4절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라

고 말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실제로 당신 속에 ‘소원(desire)을 심으신다’는 뜻이다.

당신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고, 그분을 기뻐하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된다. 전에

당신은 그 일은 절대 안 할 거야! 나는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라고 말했을지 모른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 일이 하고 싶어진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라. 그러면 그분의 소원이 당신의 소원이 된다. 그분이 원하

시는 걸 원하게 된다.

-진실함, 릭 비젯

† 말씀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잠언 19장 21

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

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

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55장 8,9절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6절

†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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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관해 수많은 질문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적합한

자리에 나가지 않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한 자리로 나아가기

로 결단하오니, 제 마음에 소원을 심어주셔서 하나님의 소원이 제 소원이 되게 하소서.

† 적용과 결단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적합한 자리에 있나요? 하나님을 기뻐하며 그분이 마음에 심

어주시는 소원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에 단단히 복종하기로 결단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