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2월 구역예배 성경교안

퀸즈장로교회

목표와 방해물
다니엘 1:8-9
갈매기의 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갈매기 “조나단 리빙스턴”에게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의 먹이를 좇는 다른 갈매기들과는 달리 저 하늘을 높이 날고, 더
멀리 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조나단의 꿈을 다른 갈매기들은 비웃고 헐뜯었습니다. 조나단
스스로가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그의 꿈을 이루어 내고 말았습니다. 조나단이
꿈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방해물에 집착하지 않았고 꿈에 집착하였기 때문입니다.
1. 목표를 바라보고 방해물을 묵상하지 말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에게도 목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단1:8) 이 본문에 나오는 “뜻”은 자기의 현실
앞에서 가진 단기간의 목표입니다. 다니엘은 단기간의 목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생의 목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단6:10) 어떤 환경에서도 일관되게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세 번씩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는 것이 그가 정한 일생의
목표였습니다. 그가 이 일생의 목표와 단기간의 목표를 이루는 데는 방해물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일생의 목표도 이루었고 단기간의 목표도 다 이루었습니다. 그는 어떻게 그의
목표를 이룰 수 있었을까요? 그는 온갖 방해물을 묵상하지 않았고 언제나 목표를 바라보았기에
그의 목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2. 방해물을 인하여 멈추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모든 목표 앞에는 방해물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목표를 포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꿈꾸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사람들 중 10사람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던 방해물을 보고 그 땅에 들어가는 목표를 포기했습니다. 좌절하고 꿈을
접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다르게 오히려 목표 앞에 있는 방해물을 디딤돌 삼아 목표를 더
넘치게 이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소경 바디매오는 예수님께 나아가기까지 방해가 많았지만,
그는 예수님만을 목표로 하며 방해를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 고침을 받았습니다(막10:46-52).
그는 눈을 뜨게 되는 꿈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꿈을 가진 바디매오 앞의 방해물은 그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방해물을 크게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목표를 크게 보고 있습니까? 목표 앞에 있는 방해물로 인해 꿈을 접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해물보다 목표를 더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3.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이루라!
새해가 시작되어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생의 목표는 무엇이고, 올해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그 목표를 향해 잘 달리고 있으십니까? 이전에는 자기중심적인 목표가 있었지만,
구원 받은 자들이 갖는 동일한 목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내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훈련을 원하시는 것 같으면 제자훈련, 영성훈련, 전도폭발훈련
등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인내를 원하시는 것 같으면 올해에는 참고 또 참는 성품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섬김을 원하시는 것 같으면 자꾸 미루지 말고 봉사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이 영광을 원하시는 것 같으면 주저하지 말고 모든 일에 영광 돌리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니엘과 같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2월 15일부터 시작하는 사순절 서원 새벽 기도회에
모두 다 나와 기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목표를 찾으시고 이루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표 앞에 어떤 방해물이 있어도 방해물을 묵상하지 말고 목표를 바라보십시오! 방해물이
있다면 그 방해물을 디딤돌 삼아서 더 꿈을 이루기 위한 열심을 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표를 기도하고 찾으시고 이루십시오! 그리하여 마침내 올해 2016년의 목표를 다 이루었다고
기쁘게 고백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 나눔의 시간 ○
1. 다니엘의 단기간의 목표는 무엇이고, 일생의 목표는 무엇이었습니까?
2. 다니엘이 방해물 가운데서 목표를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입니까?
3.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목표를 포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4. 바디매오는 어떻게 방해물을 넘어 목표를 더 넘치게 이룰 수 있었습니까?
5.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2/15)가 곧 시작됩니다. 사순절 서원 새벽기도회를 통하여 찾고
이루기 원하는 목표와 기도제목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