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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고통을 이길 힘과 지혜와 비법 등등을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것이라면 즉,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발버둥칠 때 만나는 것이라면, 우리는 고통을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비법 

등등을 찾고자 더욱 더 애쓸 것입니다. 

욥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통 속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독특한 접근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고통 속에서 막연한 비법이나 세상적 비법을 찾는 발버둥이 아니라, 순전하게 하나님의 

지혜를 묵상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를 깊이 묵상한 이후, 그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연결지어 생각하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가 

먼저 고백하고 찾은 고통 속 지혜였습니다. 이어서, 그렇게 위대하신 하나님의 지혜를 인정하는 것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소유한 지혜”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욥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 줍니다. 욥이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신 지혜를 알고 있고 묵상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지혜”를 소유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에서, 욥을 향해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그러한 욥은 하나님의 창조자로서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지혜를 가졌고, 아울러, 

그러한 지혜를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 (다시 말해, 악을 

떠나려고) 발버둥쳤기에, 그는 명철을 가진 자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욥 28:28).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받은 우리는, 욥이 보여준 “고통 속 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지혜를 가진 사람 곧,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지겹다고 할지라도 그 길의 여정을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크신 지혜로 우리를 살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에 집중하면서, 

우리의 걸음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야 함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이 걸음에 보이지 않게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기도로 의지하면서 말이지요. 

❖ 함께 나눌 소식 

a.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코를 완전히 덮는 마스크착용”과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해 주셔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박민자 권사님은 병원진료를 잘 마치셨고, 앞으로의 치료의 과정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계십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c. 예배 후 친교가 루디아 선교회에서 준비한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준비의 과정에서 

보이지 않게 섬기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d. 주일학교 예배 재계가 질서있게 수립하여 진행되도로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시온장로교회 당회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