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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O교회
샬롬축복셀 축복합니다. 복된 모험을 하십시오.

존중의 마음을 드립니다. 다음의 4가지 문을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마음과 입으로 읽으십시오. 
당신은 축복의 주인공이 되실 것입니다.

무사안일을 두려워하십시오. 무사안일을 웃으십시오.

1. 유명한 희곡작가 조지 버나드 쇼는 그의 묘지에 다
음과 같은 글을 비문에 기록하도록 유언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지.”

2. 게으름뱅이 나무늘보 우화
평생 ‘나중에’를 연발하며 낮에는 자고 밤에는 빈둥거리
던 게으름뱅이는 결국 머리가 무거워서 아무 일도 하
지 못하는 나무늘보가 되고 말았습니다.

3. 나폴레옹은 “오늘 나의 불행은 언젠가 내가 잘못 보
낸 시간의 보복이다.”라고 했습니다.

4. 잠언 26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휴가 때 아무 데도 안 가고 집에만 있을 때는 ‘방콕’이
라고 한다. 

그렇다면 ‘동남아’의 의미는? 

“동네에 남아있는 사람”

창조적 고통을 가지며 복된 모험을 사십시오. 예수님을 믿고 복된 모험을 하십시오.

1.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었던 ‘모나리자’ 그림
을 도난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구경하
려고 제일 많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빈자리가 오히려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고통을 통해 인생은 
오히려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2. 가수 ‘비’는 실눈의 약점을 창조적 고통으로 극복하
고 지독한 연습벌레가 되어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
다. 

3. 창조적 고통은 아마추어 정신을 내려놓고 프로정신
으로 우리를 내몰게 합니다. 내몰린 자의 축복을 누리
십시오.

4. 성경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
으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45)

1. 『모험으로 사는 인생』을 쓴 스위스의 크리스천 의사
인 폴 투르니에는 ‘모험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습니다. 

2.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인간, 인간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 자유의지를 주신 것이 모험이었습니다. 무엇
보다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이 땅
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모험이라는 것
입니다.

3. 복된 인생은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는 모험이 필요
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입
니다.

4. 교회 생활을 하는 것은 복된 모험입니다. 성경 말씀
을 신뢰하며 순종해 봅시다. 축복이 오는지, 오지 않는
지 순종해 봅시다. 

5. 죄악의 삶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은 
복된 모험입니다. 반드시 축복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
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
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마 14:28)

주님 감사합니다. 4가지 문을 열고 이 축복의 메시지를 받은 분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