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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대는 TV와 인터넷, 영상 매체, 심지어 스마트폰 시대라 손에 든 휴대폰을 통해서도
얼마나 많은 성적인 유혹이 넘쳐나는지 모른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남녀가 만나자마자 마음이 끌리면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같이 밤을
보내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묘사되곤 한다. 많은 청년들이 혼전 순결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이 무슨 잘못이냐는 반응을 보인다.
청년의 때에는 절제가 필요하다. 청년의 때에 유혹을 멀리해야 하고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하고 싶은대로 살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창조주가 계시기 때문이다. 창조주가 계시다는
것은 내가 그냥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당신이 선택하라. 우연히 태어나고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되었다면 삶의
어떠한 목적도 기대할 수 없다. 자신의 태어남과 존재함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삶의 가치도 의미도, 비전도 사명도 제시되지 않는다.
아니, 제시될 수가 없다. 자신이 만들어야 하고 찾아야 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의미를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왜 삽니까” “그냥요!” “어떻게 삽니까” “돈 많이 벌고 잘 살아야죠!”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죠” “스펙 잘 관리해서 좋은 학교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필요한 집과 차도
사고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고 그러다 아이 낳고…. 다 그렇게 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살아가면 그 어디서도 제대로 된 인생의 가치와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필연으로 태어났다면, 창조주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답고 위대한 계획을 지닌
채 태어난 존재라면 내 삶의 의미와 목적, 비전과 사명이 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선택의 갈림길 앞에서 고민하게 될 때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
그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과 내면 속에는 두 본성이 있다. 한쪽은 육신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라고 유혹한다. 또 한쪽은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격려한다.
한 노인이 자신의 손자에게 사람과 인생에 대해 가르치고 있었다. “인간의 마음 안에서는 늘
싸움이 일어난단다. 그것은 너무 끔찍한 싸움이어서 마치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는 것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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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단다.
하나는 악마와 같은 놈인데 이놈은 분노, 질투, 슬픔, 후회, 탐욕, 교만, 분개, 자기연민,
죄의식, 열등감, 거짓, 허영, 잘난 척하기 그리고 자신의 거짓 자아를 나타낸단다
.
다른 놈은 선한 놈이란다. 이놈은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 겸손함, 동정심, 관대함,
진실, 신뢰를 나타낸단다.
이런 싸움은 너의 마음 안에서도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서도 일어난단다.”
손자는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다가 할아버지에게 물었다. “그럼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네가 먹이를 주는 놈이 이긴단다!”
이처럼 인간, 아니 바로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의 싸움이 일어난다.
이때 우리가 먹이를 주는, 즉 자주 묵상하는 쪽이 이긴다.
-청춘아, 겁먹지 마, 김세진
†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로마서 8장 5~8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 갈라디아서 5장 17절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일에 스스로를 훈련시키십시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생명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생명도 약속해 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8절 (쉬운성경번역)
† 기도
인생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이 있음을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오니,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소서.
† 적용과 결단
당신은 인생을 자신의 마음을 따라 살고 있나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성령을 따라
살고 있나요? 세상과 스마트폰과 악한 생각을 묵상하는 습관을 버리고 성령과 말씀과 선한
생각을 묵상하기로 결단해보세요.
출처: 갓피플닷컴 말씀&기도 http://theme.godpeople.com/theme/24991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선택이라고 자신 있게 소개할 날이 올 것이다.
인생의 창조주가 계시다고 믿는다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위해 계획하신 목적을 따라 살아야 한다.
우리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육체의 원초적인 본능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인간은
육체가 원하는 본능대로 산다고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성령을 따라 사명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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