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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려를 주님께 맡기라

6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

리라 
7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9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앎이라 
10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

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11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_베드로전서 5장 6~11절

베드로전서는 로마 황제 시절 핍박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쓰인 서신이

며 고난의 때를 사는 현대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믿음의 지혜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등 수많은 염려가 우리 마음을 짓누를 때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염려’라는 무기로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하나

님께 맡기십시오. 염려를 주님께 맡기면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1. 염려는 아무 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_벧전 5:7

 

염려는 상황도 바꾸지 못하며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합니

다. 염려는 최악을 상상하고 믿음은 최상을 상상합니다. 염려는 일어난 일이 아니며, 아

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관한 생각일 뿐입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몸도 굳어지는데, 염려

가 주는 것은 육체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염려를 주께 맡기면 주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삶의 문제는 오직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오늘의 기도제목 (각자의 자리에서 1시간 이상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도록     

- 신천지로부터 교회가 지켜지도록

2. 염려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_벧전 5:8

염려는 마귀의 시험입니다. 마귀는 염려라는 생각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공격하고 마

음을 무너뜨립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고 염려라는 씨

앗을 뿌립니다. 그 씨앗이 우리 마음에서 열매 맺게 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염려가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게 되면 믿음이 깃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 

재갈을 물리십시오. 불평, 불안, 염려, 근심의 말이 우리 입술에서 나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에 넘쳐나도록 믿음의 말과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

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 고난은 믿음을 단련시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

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

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_벧전 5:10

고난을 통해 성도의 믿음은 순금과 같이 단련됩니다.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

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찾아오는 염려가 우리를 해치며, 믿음 없음이 우리 삶을 파괴합

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시기를 지날 때 생각과 마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듯이,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지나면 우리의 신앙은 한 단계 

성숙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이 어려움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때를 믿음으로 견

뎌내어 더 견고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