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안심하라 (22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21절에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서 여러 사람 중에는 선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선원들도 멀미로 인하여 오래 먹지 못하였다면 그 풍랑
이 얼마나 거센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바울은 안심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희망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고난 중에서도 절
대 희망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생명에 대해서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뱃사람들에게 배와 화물은 삶의 전부였습니다. 배
로 화물을 옮겨주고 그 삯을 통하여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로굴라 광풍 속에서는 아무런 의미
가 없어졌습니다. 광풍 속에서는 배도 보호해주지 못했고 화물도 책임져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바라고 소망하는 것들은 우리를 지켜 주지 못합니다. 생명은 오직 하나님만이 책임져 주십니다. 또한 생
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생명의 구원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
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안심하라고 말씀 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절대희망으로 살아갑니다.

본  문 사도행전 27:21-25

암  송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행 27:25)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을 만난 이유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특히 
지중해의 겨울은 바람이 거세고 풍랑이 자주 일어났습니
다. 그래서 항해가 금지된 기간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레데
섬의 미항이라는 곳에서 머물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죄
인의 신분인 바울의 말을 선장과 백부장 듣지 않고 뵈닉스
항구으로 이동하다가 유라굴로의 광풍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유라굴로를 통하여 바울을 하나님
의 대사로 사용하셨습니다.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
꾸어 주신 것입니다. 

   2018.11.25 여의도순복음교회 교회학교 중고등부 공과
   제 11 과 절대희망!                           



2) 절대 절망을 절대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25절)
 바울은 광풍과 풍랑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절대 희망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서 주시는 절대 희망을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
나님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은 동일 하시
기 때문입니다. 
 절대 희망을 보기 위해서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24절에 “바울아 두려
워 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
였으니”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가지고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는 하나님의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절망 속에서도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하
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 희망을 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인내해야 합니다. 바울은 25절에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
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 졌다고 해서 바로 즉시로 구원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
다. 절대 절망이 다시 찾아 올 수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대사
는 믿음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낙심해서는 안됩니다. 좌절해서도 안됩니다.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며 이루
어지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절망 속에서 절대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바울도 광풍 속에서 말씀을 받고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하
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희망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열매1 나의 삶 속에서 지금 광풍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
  
열매2 광풍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 봅시다. 
     &
  
열매3 나에게 절대희망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희망이 되어줄 친구들을 찾아봅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