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는 무선을 바라봄니까?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사 45:22）.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며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대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하 

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고난 

은 거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반면 축복은 우리로 하 

여금 다른 것을 보게 하기 쉽습니다. 산상수훈의 가르침은 사실 모든 관심을 

줄이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몸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라는 것입 니다. 

"오직 주만 앙망하라.”

우리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한다는 지적인 개념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는 비성경적인 개념도 많습니다. 최근에 소위 ‘성자들’금뷰의재4경건주의 

자의 삶은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들은 말합 

니다. “이런 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 그 

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오직 주만 앙망할 때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편 

견 및 지적 개념을 가진 자들은 주님께서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고 하 

신 말씀을 듣고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앙망할 때만이 우 

리 마음을 짓누르는 어려움과 고난들, 그리고 내일에 대한 염 려들이 다 사라 

집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우리 

를 압박하는 일들이 많더라도 그 모든 염려를 곁으로 밀어두고 주님만 바라보 

겠다고 결심하십시오. “나를 앙망하라.”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당신이 어 떤 상 

황 가운데 있더라도구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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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365 [ ] -22  

나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사 ( 45:22)

구원의 방해 요소 축복1. ‘ ’ 
축복과�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챔버스는� 아주� 명료하게�?� ,�

말합니다. 
영적으로� 가장� 어려운�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어렵게� 하는� 것은� 축복입“ .�

니다 고난은� 거의�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반면� 축복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

것을� 보게� 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축복에� 있을까요 구원에� 있을까요 우리의� 기대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축복도� 주,� ?

시고� 구원도� 베푸시는� 것입니다 실상은� 축복 이� 올� 때�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쉽지�.� ‘ ’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산상수훈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방법이�.� ,�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챔버스가� 선택한� 본문� 이사야� 장� 절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는� 구절은� 라고� 되45 22 ‘ ’ ‘be� saved’
어� 있습니다 문법으로� 보면� 현재� 시제 로� 되어� 있습니다 미래에� 이루어질� 어떤� 기대를� 말하는�.� ‘ ’ .�

것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는� 것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구원입니다,� ,� .

챔버스는� 축복을� 기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대하여� 지적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축복을� 구하.�

는� 마음이� 아니라� 그분을� 신뢰 하는� 것입니다 챔버스에게는� 살� 많은� 형� 아서가� 있었습니다‘ ’ .� 13 .�

년� 월� 일� 챔버스를� 추도하기� 위해� 모였던� 예배에서 형� 아서는� 챔버스가� 서른세� 살� 때� 했1917 12 5 ,�

던� 말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챔버스는� 그� 때� 반� 크라운� 백동화 달러� 가치 를� 내던지며�.� (20 )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일주일간� 돈� 한� 푼� 안� 들이고� 모든� 것을� 제공받으며� 전� 세계를� 여행하.� “
고도 반� 크라운� 백동화가� 그대로� 남았잖아 주님은� 나의� 최고봉� 스터디� 가이드� 중,� !”( )

이� 말을� 통해� 챔버스는� 자신이� 돈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이는� 더� 나은 크리스천이� 되고자� 하는 더� 많은 돈을� 벌고자� 하는�.� ‘ ’� ,� ‘ ’�
소원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챔버스는� 우리들의� 신앙에�.�

필요한� 것은� 축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이라고� 끊임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 .

구원은 주를 바라보는 것으로 충분합니다2. 

챔버스는� 오늘� 묵상에서� 구원에� 대한� 비성경적� 개념 을�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 .

최근에� 소위� 성자들 금욕주의자나� 경건주의자 의� 삶은� 오히려� 사람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 ’( )

방해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구원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 .� ‘ .�

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우리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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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주만� 앙망할� 때� 얻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이러한� 주님의� 음성� 즉� 주만� 바라보라 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건이� 민수기� 장에� 있습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21 .�

에서� 불� 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장대에� 걸린� 놋� 뱀을� 바라보는�,� ‘
것 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놋� 뱀을� 만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라만� 보면� 구원을�’ .� .� ‘
받는다 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사람들은� 그냥� 텐트� 안에서� 죽어갔습니다 이들에게� 좀� 더� 오묘’ .�

한� 비법을� 알려주었더라면� 따라� 했을� 텐데� 말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❶  어쩌면� 우리는� 축복을� 구하는� 것 과� 구원을� 구하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순간에�‘ ’ ‘ ’�
서� 있을지� 모릅니다.

❷  구원받는� 삶을� 위한� 특별한� 비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

으로� 충분합니다.�

묵상 질문   지금� 당신의�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혹시� 그� 방해물이� 당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아닌가요?

묵상레시피❙ 신명기 이사야 6:10-25 + 45:22  
모세는�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세대를� 향해� 말씀을� 선포합니다2 .

그들이� 받을� 복은� 무엇이며 누구로부터� 받는� 것입니까 절,� ?� (10-11 )

그들이� 잊지� 말고� 행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절?� (12-13,17-18 )

그들이� 금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절?� (14-16 )

그들이� 잊지� 말고� 자자손손� 전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절?(20-25 )

내가� 받은� 복은� 무엇입니까?

내가� 해야� 할� 것 금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

짧은 기도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저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

돈도� 바라지� 않습니다 명예도� 탐내지� 않습니다.� .

명망도� 바라지� 않습니다 학문도 기술도 재능도� 예능도� 탐내지� 않습니다.� ,� ,� .

저는� 지금� 다만� 아버지의� 성령만이� 소원입니다.

성령만� 받으면� 아버지의� 깊은� 심정을� 알게� 되고,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고� 죽음이� 무섭지� 않게� 되고� 내세가� 뚜렷해지고�

선이� 절로� 마음속에� 솟아나고� 아름다움이� 절로� 몸에서� 뿜어� 나올�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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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원하는� 것은� 다만� 이것뿐입니다 곧� 아버지의� 성령입니다.� .

성령만� 받으면� 저는� 족합니다 성령이� 없으면�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

하오니� 하나님의� 성령을� 제게� 주소서.� �

제가� 사랑하는� 이에게도� 성령을� 주소서.

저의� 친구에게도� 성령을� 주소서 다른� 것은� 아니� 주시더라도� 성령만은� 허락하소서.� .

성령은� 인생이� 가장� 먼저� 구할� 것입니다.

성령을� 얻으면� 다른� 모든� 것을� 희생해도� 아깝지� 않습니다.

우찌무라 간조 제가 원하는 것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 사귐의 기도_ (1861-1930, ) 45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