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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으로부터의 구속(救贖) 곧,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다양해 보이지만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통에서 벗어나려고 “포기”하는 것입니다. 앞엣것은 

스스로 마음을 다잡고 모든 노력을 다하여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이라도 동원하여 벗어나는 방법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쇼생크탈출이라는 영화가 보여주는 주인공 앤디 듀퓨레인(Andy Dufresne)의 탈옥처럼 

말입니다. 뒤엣것은 갑작스런 충격과 좌절에 고통으로부터의 탈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결정하는 길로, 

소위 자살입니다. 마치 그 영화 속, 또다른 등장인물인 교도소장 노튼(Norton)의 자살처럼 말입니다. 한 명은 

탈옥으로 한 명은 자살로 자신의 고통의 구속을 위한 값을 치른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통의 문제들은 모두 심각하고 광범위하여, 그 누구도 고통에서 자유하지 못하며, 첫 번째 

방법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택하려고 하지만, 영화처럼 성공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오히려 인생 

낭떠러지에 섰다고 여겨질 때가 되면 극도로 괴로워하면서 두 번째 방법을 만지작거릴 수 있는 것이지요. 욥이 

보여준 고통으로부터의 구속은 자기를 둘러싼 그 어떠한 사람으로부터도 환경으로부터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두 번째 방법도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자신의 

유일한 구속자(救贖者/ Redeemer)로 고백하며 의지하고 만나뵐 날을 고대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욥의 믿음의 결과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역사임을 본문의 흐름과 욥의 머리 속의 생각의 흐름 

속에서 찾아 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죄(고통의 궁극)의 값을 다 치르셔서 영원한 구속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봅니다. 욥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구원받아 그 자리를 지키며, 죽음을 방불케하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의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의 구속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날을 기대하면서 

“인내”함으로 고통의 시간을 달려가야 합니다(로마서 8장 23~25절).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고대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통을 관통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 걸음의 자리에 우리의 힘이나 의지나 믿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의 구속자 예수님만을 기도로 의지하면서 힘있게 세워지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 함께 나눌 소식 

1. 정기공동의회  

1) 결과: 2020년 결산 및 2021년 예산안 확정 

2) 준비와 진행을 위해 수고로이 섬기신 모든 분들께, 기도하시며 그 결정의 자리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2. 문서발송방법 당회결의 

1) 카톡이나 이메일이 가능하신 분들께는 카톡과 이메일로 발송 

2) 문서로 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속적으로 우편 발송 

❖ 코로나 19 백신 접종에 관해 

➢ 현재, 1C 단계에 해당되는 분들(65세이상)이 코로나 19 백신을 접종받으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당회(민경구 장로: 443-722-3070/ 이성흠 목사: 267-934-9452)로 

연락주시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온장로교회 당회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