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개는 가던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서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 14 과 회개의 의미와 방법
외울말씀 - 에스겔 18:31
:31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찌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열기
서른아홉 살 되던 어느 날 밤중이었습니다. 뉴톤은 자기의 배를 타고 스코틀랜드 근처를
항해하던 중 큰 폭풍을 만나 배는 항로를 벗어나 가라앉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배가 가
라앉아 물에 빠져 죽고 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배 안은 온통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배
를 읽생 탔지만 이 같은 풍랑은 처음이었습니다. 물건을 다 내어던지고 흑인노예마져 던졌
지만 살 길이 없었습니다.
이 다급해진 순간 뉴톤은 어린아이였을 때 배웠던 말씀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였습니다. 방구석을 헤매면서 눈물을 뿌리며 부르짖었습니다.
"내 어머니의 하나님이여, 당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만약 살아 계시다면 한 번만 살
려주십시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제에게 단 한 번만 기회를 주시옵소서. 저를
이 죽음에서 구해주시면 일생을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살려주시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개
과천선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변하겠습니다.
생전 울어보지 못한 눈물이 어디서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지, 두 눈이 눈물의 샘이 된 것처
럼 한없이 흘렀습니다.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방을 뒤척이며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데 노크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선주님,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질문 1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제대로 산 것입니까?
특히 삶의 위기에서 하나님을 향해 진심으로 기도한 적은 없습니까?
말씀열기 통증을 모르는 나환자들을 위해 헌신했던 미국의 폴 브랜트가 은퇴할 때의 이야
기입니다.
나환자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아픔"이라고 대답하
였습니다.
아픔 자체는 고통이지만, 그러나 그 고통 때문에 치료를 받게 됩니다.

A* 죄에 대한 가책, 올바른 후회
1.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엄숙한 뉘우침이 필요합니다.
호 5:15

>>>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는 길이 잘못되었음을 느끼지 않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2. 회개를 위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롬 7:24
고후 7:9-10

>>>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책망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낸 것을 처음에는 후회하였으나 나중에는
후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책망을 통해 회개를 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였기 때문입
니다.
금심도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세상의 근심은 멸망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릅니다.
3.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회개하게 됩니다.
요 16:8

>>> 회개하게 하시는 장본인은 하나님이시오, 회개의 책임자는 사람입니다.
회개할 힘은 하나님이 주시고, 회개하는 것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B* 죄와 허물에 대해 고백하는 일
요일 1:9

>>> 숨김없이 자백하십시오.
구체적으로 회개하십시오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하지 말고, "제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
십시오.
성서는 드러나기까지 치료할 수 없고, 잘못은 고백하기까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스스로 허물을 고백케 하시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C* 회개한 증거로서의 배상
>>> 어떤 일은 갚을 수 없는 성격의 죄도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갚아야 할 죄도 있습니다. 그럴 경
우 온전히 갚아야 합니다.
1.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눅 3:8
>>> 회개했다는 증거는 생활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죄를 또다시 반복하면 안
됩니다. 회개란 삶과 행위 전반에 대하여 새로운 태도를 갖는 것입니다.
2. 구체적으로 배상을 해야 합니다.
눅 19:8
>>>삭개오는 자신이 물질적으로 잘못한 일에 대해 물질적인 배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런 배상행위 자체가 죄를 없애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회개한 이들의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배상대상자가 없다면 하나님께 하시면 됩니다 (민 5:8)

D*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
겔 18:30-31
1. 다음은 회개에 대한 이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 O X 문제)
□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자책이 아닙니다.
□ 단지 한 두 가지 죄를 중지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 대체, 혹은 바꿔치기이며, 개조하고 수리하는 것입니다.
□ 하루에 술 다섯 병 먹던 술꾼이 세 병 마시게 된 것입니다.
□ 열차 안에서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눅 15:20

※ TURNING
구령으로 말하면 "뒤로 돌아 가!."입니다
어느 한 방향으로 가다가 정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2. 회개의 경험이란 무엇입니까?
눅 17:15-16
3. 고아는 없습니다. 다만 미아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사
랑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이 있을 따름입니다.
고아는 아버지가 없는 사람이지만 미아는 아버지는 계시는데도 아직 아버지를 만나지 못해서
아버지의 품에 안겨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4.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들이 꼭 잘 되어가지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좋으니 ㅜ조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각은 자기가 방탕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
를 버린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그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그것
을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그런 모습으로 방황을 하였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그 모습 그대로도 쾐찮습니다. 자녀란 자녀 된 그것만으로
충분히 소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생각열기
1. 눅 15:11-24을 천천히 묵상 해 보면 어떤 단어나 구절이 마음에 와서 닿습니까?
2. 회개는 이론이 아닙니다.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입술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회개할 마음을
달라고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이 시간 입을
열어 기도하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