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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하나님의 백성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되는 여러가지 경우들 중에, 자녀나 손주, 

조카나 후손, 심지어 후배나 제자들의 잘됨에 대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즉, 그들이 잘되고 

풍성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가지 다른 요소들 특히 힘쓰고 애쓴 모든 일들이 

자랑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그 요소들 중에 소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살아온 

가정이라고 하면, 그 가정이 걸어온 걸음들이 조건이 되어, 사람들에게 드러나기 원하고 자랑하기 

원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스스로 그러한 자랑을 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그러한 요소들을 찾아서, 

그러한 “믿음”과 “열정”과 “헌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언급되지만, 사실은 앞의 조건들이 더 크게 드러나고 자랑되는 것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성도 안에 팽배합니다. 즉, 여러가지 조건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 진실, 

착실하지 못한 경우에, 일들이 잘 안되고, 어려움에 처하면, 그러한 모든 안좋은 것이 하나님의 

벌이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자괴감을 느끼고, 패배감과 고뇌 가운데 

겨우겨우 연명하듯 살아가는 경우가 교회 안에 차고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지난 주일에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하나님께 부르신 

과정을 살피면서, 엘리 제사장을 버리시고 사무엘을 택하셨던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안에서 놀라운 사실은 엘리와 더불어 사무엘 조차도 그 가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와 제사장 역할을 이어받는 일이 당대에서 끝나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그 어떠한 인간의 조건도 하나님의 부르심(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그 조건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도로 부름(구원)받은 우리가 그러므로, 오늘을 살면서, 

우리의 후손, 후배, 자녀, 손주 등등에 이어질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열심”도 “우리의 노력”도 집어던져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 인정, 고백, 

자랑해야 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정, 일터, 교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가면서, 그 공동체가 이 은혜를 함께 인정하고 고백하고 자랑하며 누리게 되는데 서도록 

“믿음의 계보”를 추적하며 자랑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은혜의 계보”를 확장하여 나가는 걸음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은혜의 계보를 자랑할 때,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가 성도의 자격으로 

성도답게 살아가는 것을 헤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의 삶의 첫 단추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이고, 

앞으로도 그 은혜로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마무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 함께 나눌 소식 

a. 장로후보교육이 익명(匿名)으로 5월 2일부터 시작되어 이번 주일에(5월 9일) 두 번째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온을 세우시도록 함께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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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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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안에서,  시온장로교회 당회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