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1월 구역예배 성경교안

퀸즈장로교회

맡기는 것이 최선이다
시편 37:3-7
미국에는 샤워문화가 발달되어 있지만 한국에는 목욕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국 목욕탕 입구에는
목욕탕마다 이런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주인에게 맡기지 않은 귀중품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맡기기만 하면
책임지겠지만,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여호와께 맡기라”(시 37:5)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새해에는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맡기는 것에 대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무엇을 맡길까?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시 37:5) 길을 맡겨야 합니다. 길이란 미래를 말합니다. 우리의 가까운 미래 먼
미래를 다 아우릅니다. 길이란 모든 일을 말합니다. 가정, 사업 등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으로 구약에 등장합니다. 죄 없이 고난 받은 모습, 마침내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 간 것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엇을 잘 맡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이 만났던 보디발이나
간수장은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디발은 무엇을 요셉에게 맡겼습니까?
1) 가정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창 39:4-5a) 배우자도 자녀도 다 맡겨야 합니다. 식구들을 자기
나름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무지 가정을 주 앞에 맡기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정을 맡겨야 합니다. 내 자녀를 다 맡겨야 합니다. 내가 손대면 내 작품이 나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의 작품이 나옵니다. 자녀가 내 작품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
2) 모든 소유물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일부만 맡겨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보디발은 노예소년이었던 요셉에게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맡겼습니다.(창 39:5)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으십니까? 나의 모든 시간, 재물, 재능, 지위, 언어,
생각, 생명, 문제, 염려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까? 대부분 내가 다 쥐고, 일부만 하나님께
맡긴다면 하나님은 슬퍼하실 것입니다. 가정과 모든 소유를 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2. 어떻게 맡길까?
1) 기도로 맡기라 -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로다”(시 37:4b) 모든 문제는 기도제목
입니다.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있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어야 합니다. 문제 너머를 바라보아야 합
니다. 거기에 문제의 해결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문제만 바라보았을 때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문제 너머에 계신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
수님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 하였습니다. 문제 너머를 보십시오.
해결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분에게 구하십시오. 문제 너머 계신 예수님께 기도로 아뢰십시오. 기도하
는 것이 맡기는 것입니다.

2) 안식함으로 맡기라 -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십니다. 그 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예배드리라고 하십니다. 안식일조차 내가 벌어 살겠다고 하지 말고 안식함으로 하나님께 먹고 사는 것을
맡기라는 것입니다. 안식 속에 내 모든 시간, 재물, 재능, 지위, 언어, 생각, 생명, 문제, 염려 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시 37:7a) 안식일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내가 설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입니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맡기고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맡기고 자신은 안식했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창 39:23a) 새해,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안식일을 지킴으로 맡기십시오.
3. 왜 맡길까?
1) 복 받기 위하여 - 맡기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네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시 37:5)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맡기고 복을 받았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므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창 39:5) 맡기기만
하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긴 모든 것은 그 때부터 하나님이 손보십니다. 하나님은 맡긴
것을 풍성케 하십니다.
2) 쉼과 일을 받기 위하여 -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8-30)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서
우리는 비로소 쉼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냥 마냥 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적절한 일을 맡게 됩니다. 주님께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맡기면 주님은 그것을 받아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기는 것이 최선입니다. 맡기는 것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맡기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맡기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새해 매일 일상의 일들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 가정과 소유를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 일생을 하나님께 맡깁시다. 내 길, 자신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 나눔의 시간 ○
1. 2017년을 맞으며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맡겨야 할까요?
2. 어떻게 맡겨야 할까요?
3. 왜 맡겨야 할까요?
4. 아직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