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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어려운 일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줄을 아는 
신앙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신앙입니다.
   이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신앙
입니다. 보통 일들도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신
앙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배후에서 섭리하는 살아 계신 하나
님의 사역을 보는 신앙입니다.
   이것은 또 그들이 자신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기를 기뻐하는 신
앙입니다.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이 세상에 누가 죽기를 좋아하겠
습니까? 사람은 흔히 비 진리와 타협하고서라도 고난을 피하고 죽음
을 면하려 합니다. 성도가 고난과 죽음을 두려워하여 비 진리와 타협
하면, 그 후부터는 사는 것이 죽는 것만 못하며 기쁨도 없고 가치도 
없고 종래에는 하나님의 벌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신자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과 죽음을 택하면, 하나
님께서 그에게 힘을 주셔서 고난과 죽음을 견디게 하여 주시고, 하나
님으로부터 진정한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야곱은 가정의 큰 어려움
을 당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벧엘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
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창 35:3)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또 이렇게 약속 해 주셨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시 
50:15)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붙드니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 해 주시고 높여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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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ORMED FAITH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진리의 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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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한 날이라 하여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사 58: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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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신앙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  

  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  

  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  

  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   

  서.”(단 3:16-18)

   우리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만 되어야 한다는 신앙의 심리가 많
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서 발
휘되는 참된 신앙이란 어떤 것입니까?

1. 환난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신앙(17절)

   이것은 능력 행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이런 믿음 자체는 이적입니
다. 같은 신자들이라도 모두 다 이런 믿음은 갖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2:9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
을’ 주신다고 하였고, 고린도전서 12:29에서는 ‘다 능력을 행하는 자
이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능력 행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까닭에 우리도 그런 믿음을 
사모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하는 것은 그런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생
기지 않더라도 낙심하거나 자포자기(自暴自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런 권능 행하는 믿음을 못 받는 것도 성경 말씀과 같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라는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적이 없어도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신앙(18절)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섭리로도 만족하겠다는 신앙입니다. 그들은 
고난을 계속 받아도 하나님의 뜻이요 또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할 줄
로 아는 신앙입니다. 인간의 지혜로는  다음 페이지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