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entity Session 6 Question - Korean

하나님께서는 정의에 관심이 있으신가?
여러분의 집중을 부탁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 큰 질문(big question)에 대해
대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하나님께서는 정의에 관심이 있으신가?”
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간단한 답은, “있다” 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을 위해
제가 이 답에 대해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성경을 이해하기로는
하나님은 정의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누구보다 정의에 대해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쉽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라디오나 TV 뉴스, 신문,
인터넷 등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범법 행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가정적인 일로,
민족과 국가적인 일로, 또, 국제적인 일로,
수많은 범죄와 범법행위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의에 대해 관심도 없고
열성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지요.
제가 왜 “그렇지 않다”라고 단언 하냐고요?
우리가 오늘 배운 것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집중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우리의 토론 주제 중 하나는
십자가에서 고통 받으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의에 대해
온전히 헌신적이며,
열정적인 분이라는 확실한 증거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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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그거 좀 이상한데, 어떻게 그렇게 되죠?”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또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는
곳이잖아요”라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생각이 옳다는 것을 어떻게 알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의 독생자를 못박은 곳이
십자가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인 우리들을 대신해서
고통 받고, 이로 인해
우리가 마땅히 받을 심판으로부터
구원 받을 수 있도록 하신 독생자 말입니다.
놀라운 사랑의 희생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묵상합니다.
제가 기분이 엉망인 채로 아침에 일어날 때도,
어떤 일들 때문에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도,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에
충분한 곳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된 곳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하시려면,
죄와 벌의 연결고리에 대해 이해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중한 죄를 지으면 중한 벌을 받는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살아온 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야 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사실 영생토록
하나님이 내리는 벌을 받아야 합니다.
법정을 상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범인이 피고석에 앉아있고
유죄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판장에게 죄송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재판장은 “좋아요. 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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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스스로 “어라? 이상한데!”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만약 신문에 이와 같은 이야기가 실렸다면 당신은
“불공평하다! 부당해! 신성한 법정에서 이런 일들이
얼마나 더 계속될 것인가!”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놀라울 정도로 자비로우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을 벌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본질적 성품에 대해 의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고통 받으신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벌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벌하지 않고
넘어가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이루고, 지키시기 위해
그의 독생자를 보내셨습니다.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피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이는 심판을 내리지 않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고통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정의 자체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정의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고 자비롭고 놀라운
사랑의 증거와
정의의 구현을 동시에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살면서 정의가 구현되지 않는다는
증거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정의를 지키신다고 하면서
세상에서 정의가 구현되지 않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답변은
미래를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의가 실현되는
기쁜 날이 다가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정의가 구현될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모든 인류가 왕이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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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서 우리 삶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 하고,
그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좋은 소식은 우리가
심판자 앞에서 죄인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서, 그리고 제자로서 선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친구로서,
그리고 제자로서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영생토록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데 따르는
손실을 따져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는 것의
득실을 따져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에 대한
득실을 따져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것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따르지 않았을 때의 대가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왕이신 예수님 앞에 설 날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친구로서, 제자로서
그분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의 죄값을 영원토록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개개인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용서를 주고자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저 사면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온전케 될 수 있는 기회도
함께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지불비용을 계산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팔에 안겨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입니까? 물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늦기 전에
주님의 팔에 안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로 돌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 Lee McMunn, 2011

4

Identity Session 6 Question - Korean

Identity – Who is God? Who are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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