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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너
언제쯤 완전히 내려놓게 될까?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지속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한번은 첫째 동연이가 죄책감으로 괴로워했던 적이 있다. 그때 내게 울면서 이렇게 물었다. “아빠, 죄를 지으
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자꾸 죄를 짓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해요?” 어쩌면 우리 가운데 반복적으로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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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편적인 질문일 것이다. 불안해하지 말아야 하는 걸 알면서도 자꾸 불안해질 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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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까? 시간이 지나고 깨달음이 생기면서, 이것은 밭을 가는 것과 비슷한 원리로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다뤄주셔야 한다. 봄에 밭을 갈고 농작물을 심고 난 후, 겨울이 지나면 땅이 녹
으면서 더 깊숙한 곳에 있던 돌들이 올라온다. 그러면 다시 그 돌들을 제거하기 위해 밭을 갈아야 한다. 다음
해에도 밭을 또 갈아서 올라오는 돌들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여러 해 같은 일을 반복해야 한다. 우리가 문
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일차적으로 표면에 드러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수술해주시고, 만져주시고,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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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주신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더 깊숙한 곳에 있던 문제들이 차례로 올라온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지
속적으로 다뤄주셔야 한다. 진리가 우리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우리가 그 진리에 자연스럽게 반응하며 살아
가기까지 여러 번 다뤄주셔야 한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이 깊이를 더해가면서 지속적으로 더 깊은 치유를 누
리기에 이른다. 깊은 병의 경우 먼저 증상을 다스리고 어느 정도 회복된 후에 더 깊숙한 병의 뿌리를 다루어
가야 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다루실 때도 시간의 간격을 두고 깊이를 더해가시는 걸 본다. 예수님

의 임재 안에 거할수록 내 자아는 계속 작아진다. 불안하던 자아가 십자가에 드려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무
한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 이것이 내려놓음의 과정이다. 내려놓음은 일회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임재로 나아가는 연속적인 과정이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게 은혜이다. 아브라함이 인도하심을 받은
가나안은 약속의 땅이기도 했지만 기근이 기다리고 있는 땅이었다. 후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곳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동시에 아낙 자손과 같은 거인들과 전쟁해야 하는 땅이기도 했다. 기근과 전쟁 가운데 우리
의 죄성이 드러난다. 우리가 싸워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기근과 거인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다. 그것을
보기까지 고난과 좌절과 아픔의 시간이 요구된다. 마음이 무너졌을 때에야 어느새 하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했다. 번번이 넘어지고 좌절할 때 내 기대의 시선은 어김없이 내 능력과 소유에 머물러
있었다. 기근과 고난은 나 자신을 바라보고 주목하는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으로의 전환을 위해 하나

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잠시 허락하시는 도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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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사 협동목사 추대식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새가족 등록과정: 새가족 교육 (4주)과정을 마치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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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 남부뉴저지 한인연합감리교회의 등록교인이

담긴 mp3 CD가 나왔습니다.

되십니다.



고 담임목사의 심방을 받으시면 속회에 배정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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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0분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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