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주일)

다락방 나눔지

회복을 기다리는 기도
렘29:11-14
마음의 문을 열며
최근 누군가의 말 한 마디로 위로를 얻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경배와 찬양
기도하는 이 시간(361장) /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365장) / 나의 백성이(이 땅 고치소서)

말씀 속으로
오늘의 메시지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 예
레미야선지자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는 작금의 우리 현실에 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다.‘너희
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11절)’. 혼란한 시대 예레미야가 외쳤던 말씀
에서 답을 찾기를 바란다. 첫째, 유다 백성들의 현실적 삶과 종교적 삶에 대한 경고이다(5-9
절). 현실적 삶 속에서 포로생활이 장기화될 것이니 생활 방편을 찾으라고 말씀하신다. 더불
어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의 평안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신다. 그 뿐인가 거짓 메시지에 현혹되
지 않도록 깨어있을 것을 말씀하신다. 둘째, 포로귀환에 대한 희망을 제시한다(10-14절). 70
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귀한 시킬 것을 말씀하신다. 유다의 죄가 엄중히 심판되
는 동시에 하나님의 주권적 회복에 대한 강력한 희망을 제시한다. 포로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이는 현재 포로생활에서 백성들이 겪
는 절망을 뛰어넘는 것이다. 바로 유다에게 장래에 소망을 주기 위함이다. 셋째, 선하신 뜻에
동참하기 위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12-14). 오직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와서 기
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다. 지금 우리는 주님을 찾고, 또 찾아야
할 때이다.‘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12-13절)’
정치도 경제도 그 무엇도 희망이 없어 보인다. 절망 속에서 절망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
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그럴 때 회복은 이루어진다. 우리의 암담한 현실을 구원하실
분도 하나님밖에 안 계심을 믿어야 한다. 지금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와서, 기도하며 하나
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이다.

적용과 나눔
1. 이번 주 설교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이나 도전받았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2.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생활로 인해 고통 받는 유다백성들을 위한 회복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
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정리해 봅시다.
3. 현재 나는 어떤 문제로 두려워하며 염려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고, 그 문제를 해쳐나갈 비결을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 찾아봅시다.

결단과 사역
1. 월트 디즈니는 절망 중에 들려오는 메시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용기를 잃지 말게. 하나
님은 자네에게 재앙을 준비해 놓고 계신 것이 아니라 행복을 준비해 놓고 기다린다네.”이처
럼 희망을 전해야 할 대상을 생각해 보고 희망을 전합시다.
2. 내 주변에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야 할 지체가 있다면 돌아보고 기도하자(환자,낙심자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