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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께서 지난 주일에 우리 시온장로교회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으로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로 인해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순종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은 늘, 세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길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거부하거나 

무시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바위와 같이 어떻게든 믿어보려고 하지만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결국 믿지 

못하는 불가능성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가시떨기와 같이 말씀을 듣고 구원에 이르려고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돈의 문제와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우리의 노력이나 수련이나 연륜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택하심으로써, 우리를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이해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는데 이르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하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앞의 세 가지의 사람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은 때도 있어서, 그냥 덮어 버리고 닫아 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내 마음대로 하기 원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지배적입니다. 그 

앞에서 장사가 없어 보일 정도이고, 우리는 쉽사리 타협해 버립니다. 아울러 우리는 세상의 염려, 돈의 문제, 

세상의 줄거움 앞에 서면, 그 누구보다도 약하고 약살 빠르고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를 들여다 보아도, 이 세 가지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안에서, 우리는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게 되지만, 주일에 주신 말씀 속에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그 안에서 평생을 갇혀서 살아가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좋은 땅으로 만드시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데 이르게 하셨으며, 그 구원의 

역사는 다시는 번복되지 않는 역사로 견고하게 세워주셨습니다(롬 8:31~39). 

그러므로, 오늘의 삶에서도 우리가 이 믿음의 사람들 곧, 하나님의 백성이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 

천국의 시민이 되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루 하루 만나는 삶의 무게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도로 의지하면서, 우리가 먼저 받은 천기(天機) 곧, 구원의 

비밀이신 에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하고 따라가며 나타내는 자리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 함께 나눌 소식 (부활주일까지의 일정) 

a. 3월 28일(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b. 3월 29일(월) ~ 4월 2일(금)에는 고난주간 특별새벽예배가 예배당에서만 드려집니다. 새벽예배는 

녹화되어, 유튜브에 올려져서, 아무 때나 예배에 동참하실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c. 4월 2일(금) 오후 8시에는 성금요예배가 하이브리드 (예배당과 가정)로 한어부와 영어부가 함께 

합동으로 드려집니다. 

d. 4월 4일(주일) 오전 11시에는 부활감사주일 예배와 성찬식이 하이브리드 및 한어부와 영어부가 

함께 합동으로 드리고 이어서 예배 후 친교가 교회마당에서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온장로교회 당회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