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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y TableTalk

by Walt Mueller
Walt Mueller is the President of the Center for Parent/Youth
Understanding. To access Walt’s blogs, podcasts, and other resources,
visit cpyu.org.

본문
생각하기

적용

기도

하나님께서다스리고계십니까?
히브리서 1:1-4

주님, 주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신 것을 볼수 있도록 도와 주소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족을, 그리고 이 세상을 보호하시고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와, 우리의 가족과 이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 하나님의 섭리를 당신의 삶의 좋은 환경과 경험속에서 어떻게 볼수 있었는가?

• 어려운 섭리는 그것을 축복으로 보려고 하기가 어렵다. 당신의 삶의 어려운
환경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볼수 있었는가?

• 현재 코로나바이러스의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세상에 어떤일을 하시고
계신다고 생각하는가?

우리가 성경을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다 읽을때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강과 평안을 주시는 진리를 만나게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두려움과 걱정에
쌓여있을때 이다. 이 진리를 하나님의 섭리 라고 한다. 히브리서의 첫 몇절은,
육신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우주만물을 지으신 분이실 뿐만아니라,

십자가에서 자신을 희생시킴으로써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시는 한 분이시며, 또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3절) 분이시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 이다! 모든것을 지으신후에, 하나님께서는 기회나, 운 이나 운수에 맡기고, 자신의
창조물로 부터 멀어지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으로 만드신 모든 것과 함께 하시고,
간섭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고 계신다. 하나님은 한결같고, 소생시키시고, 보호하시고, 다스리시며,
자신이 지으신 모든 것과 “그 안에 함께” 서 계신다 (골 1:16-17). 우리의 모든 환경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이 얼마나 기쁜일인지 모른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자신은 이
세상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 아니면, 참새 한마리도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매우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신다. 그 분은 또한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신바 될 만큼 모든 것에 관여하고 계신다 (마
10:29-30)!

악한 행동과 환경 (코로나바이러스) 조차도, 악을 지으시지 않은 하나님께로 가는 출입구가 된다 - 우리의
세상,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삶속에서 일하심으로 선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알아갈수
있도록 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의 비밀을 이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당장에 명확히
알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선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일하고 계시다는 것은
빠르고 확실하게 이해할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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