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 요약 (20-05-03)
고난이 유익이라 (시 119:65-72)
코로나라는 세계적 재난 가운데 놓여져 있는 세상은 지금 무엇보다 치료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구나가 듣고 싶어 하는 위로의
말은 이 고난이 곧 끝이 날 것이라는, 그리고 장밋빛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위로는 다릅니다. 성경은 먼저 고난을 보는 우리의 눈을 교
정해줍니다. 즉, 우리에게 지금 당면한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 것인지, 또 그 속에 얼
마나 큰 축복이 담겨있는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것이 진정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우리 죄의 결과입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에게 어떤 고난도 올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
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71)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하나님은 고난이 유익하기에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 유익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고난은 우리를 말씀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시인은 당면한 많은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의 구원을 간청하는 가운데 그
고난의 의미 또한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음을 고백하였습니다. (71)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은 인간의 교만으로 말
미암은 것이요, 그 교만의 끝은 곧 멸망입니다. [잠 18:12]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
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에서 구하
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말씀으로 돌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의 목적은 파괴와 심판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고난들
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이 다시 바르게 회복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둘째, 고난은 우리를 쓸모 있는 그릇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 깊은 뜻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방향과 목표는 세상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쓸모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사역을 맡기시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13년간 종살
이와 옥살이를 하며 고난의 종으로 살아간 요셉, 사울에게 쫓겨 10년간 광야생활을
한 다윗에게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해있는 지금의 불행한 환

경이나 수많은 고난들 또한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역량을 크게 만들어 쓸모있는
그릇이 될게 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여러 다양한 고난이 놓여 있습니다. 누구도 힘들지 않다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우리의 유익으로 삼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고난 속에는 그의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드
러나지 않았을 뿐, 분명 커다란 유익이 숨겨져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
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요, 남보다 더 많은 고난을 허락하시
는 것은 남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고난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이 소중한 고난의 학교에서 쓸 만한 그릇으로 빚어지도록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