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 요약 (20-03-08)
은혜로운 일상의 삶 (전 9:7-12)
이 책의 저자인 솔로몬은 탁월한 지혜자였습니다. 해 아래의 인생을 하나님의 안목
으로 보는 영적 혜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지혜자가 전도서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소중한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유한한 인
생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다. 그러므로 잘 살아야 한다.’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유한하기에 항상 끝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러나 그 끝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12a)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
나니”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장래를 내다 볼 수 있는 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렇다면 내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어떻게 오늘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의 성경을 통
해서 그 지혜를 돌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일상에 감사하고 그것을 즐겨라
우리는 늘 반복하는 일상의 평범한 일들 즉 먹고 마시고 옷을 입고 숨을 쉬며 걸어
다니는 것 등의 소중함은 망각한 채 살아가면서, 바라던 어떤 것이 주어졌을 때만 기
뻐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평범한 일상들이 우리의 하루하루, 그리고 평생의 삶을 만
들어 갑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많은 것들 속에서 감사할 것을 찾고 일
상의 행복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늘 하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평범한 일들을 주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십니다.
(7b) “이는 하나님이 네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그러므로 평범
한 일상을 감사하며 작은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둘째, 가족을 사랑하라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즉 한줌 풀과 같은 인생의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비
결은 무엇일까요? 가정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단하고 외로운 인생여정에 소중한 동
반자를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아내와 남편 그리고 부모와 자식은 이 허
망한 인생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주
어진 이 선물을 감사함을 받고 귀하게 여기면서 사랑할 때, 하나님은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합시다!
셋째, 자신의 일에 충실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짧은 인생여정에서 해야 할 일들을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각자에
게는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들은 기회이고 특권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일들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날,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 손에 쥐어주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받아 즐기며 힘을 다해 하도록 합시다!
넷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
세상살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꼭 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빠르게 뛰는 자가 먼저
도착하는 것도, 싸움을 잘하는 용사가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머리가 영민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 잘 살고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 승리와 패배,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
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살고 즐겁게 살되, 무엇보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참 지혜는 먼저 그분을 사랑하고 경외하면서 그분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살아
가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좇아 정말 행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도록 합시다!
우리는 짧은 인생을 살되,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주권과 권능
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도록 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하루하루 은혜로운
일상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