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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저 집중이 약래질 때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대하 15：17）.

아사 왕은 외적 순종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된 일에서는 

옳게 행했지만 온전하게 다 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그것은 그렇게 중요 

한 것이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당신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 

이 하나님께는 아주 중요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자녀들 

에게 가벼운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더 오랫동안하나님께서 이 한 가 

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셔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인내를 잃지 않으십니 

다. 당신은 "나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습니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이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부분인 ‘산당’이 남아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고 주장면卜지 만 실상 당신의 삶 속에 하나님 께 순 

종하지 않는 의심스러운 것들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당 

장 없애십시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고 지나가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육신의 삶 또는 지적인 삶과관련해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 

들이 있습니까? 주된 일은 옳게 하고 있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엉성하다면，이 

는 주께 집중하는 마음이 느슨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심장이 쉬지 않 

듯이 영적 집중에서도 쉼은 필요 없습니다. 도덕적인 삶에서 벗어난 날을 보 

내면서 도덕적인 사람으로 유지될 수 없고，영적인 삶에서 벗어난 날을 보내 

면서 영적인 사람으로 유지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온전하게 주 

의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 스스로 주의 뜻에 합당할 수 있도록 주의해 

야합니다. 이를 위해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우리 중에는 불과 2분 내에 엄청난 영적 향상을 이루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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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묵상 주님은 나의 최고봉365 [ ] -106

영적 집중이 약해질 때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대하 ( 15:17)

주의 할 것1. 

오늘은� 말씀을� 준비하다� 흥미로운� 영어� 문구가� 하나� 눈에� 들어왔습니다.� “Oh,� that� does� not�

라는� 말인데� 묵상에는� 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번역하고� 있습matter� much.” “ ,� ”
니다 챔버스는� 이� 표현이� 우리가� 아주� 주의해야할� 말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사왕.� .�

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사람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 .� ‘
였다 그런데�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했다 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아사’� ‘ .’ .� ?

왕은� 산당을� 제거하는� 일을� 자신의� 마음속에서�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

게� 생각하니� 오 그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야 라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 !’ .

이러한� 일이� 우리� 일상에는� 언제� 생길까요 영적� 집중이� 약해질� 때 입니다?� ‘ ’ .�

오늘� 제목이� 원문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라는� 단어는�‘The� relapse� of� concentration’ .� ‘relapse’
약해지다 라고도� 번역이� 가능하지만 이전� 상태로� 재발되는� 것 혹은� 혼수상태로� 빠지는� 것의� 의‘ ’ ,� ,�

미가� 더� 강합니다.� 우리가� 영적� 혼수상태에� 빠지면� 하나님께� 중요한� 일을�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

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챔버스의� 한탄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

얼마나� 더�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이�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셔야� 하겠습니까“ ?”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 ]의� 핵심� 줄기가� 그렇죠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을� 우리.�

가� 하찮게� 여기며� 순종하지� 않는� 것을� 주의하라 그리고� 우리의�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계속해서� 자각하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산당 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 ’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인내를� 잃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순종하지� 않는�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에� 있다고� 착각하,� ‘ ’
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제거해야� 합니.�

다.

계속되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2. 

챔버스는� 두� 번째� 단락에서� 우리에게� 계속되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

니다 우리의� 문제는�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들입니다.� .� 사실� 우리는� 주된� 일 보다는� 하‘ ’ ‘
찮게� 여기는� 일 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루이스가� 쓴�� C.� S.� 스크루테이프의� 편[

지]에� 보면� 우리� 인간이� 타락하는� 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안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그것은�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데다가 갈림길도 이정표.� ,� ,�

도 표지판도� 없는� 길이지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것도� 주님께� 집중하는�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기�,� .�

시작하면서� 일어납니다 오늘� 멋진�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챔버스가� 말합니다.� .� .�

당신의� 심장이� 쉬지� 않듯이� 영적� 집중에서도� 쉼은� 필요� 없습니다“ .”
그런데� 원문을� 제가� 번역한다면 오히려� 이렇게� 직역을� 하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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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영적� 집중력에� 휴일이� 필요치� 않다는� 것은 당신의� 심장이� 뛰는데� 휴일이� 필요치� 않다고�“ ,�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일입니다.”�

도덕적인� 삶에서� 우리가� 잠시� 빗겨나는� 순간� 더� 이상� 도덕적인� 사람 이� 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 ’ .�

지로� 잠시� 영적인� 삶을� 벗어나는� 순간� 더� 이상� 영적인� 사람 이� 아닌�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 따‘ ’ .�

르면� 봄철� 산불� 원인은� 자연적� 요인 방화 와� 함께� 실수로� 낸� 불 이� 대부분을� 차(1%),� (1%) ‘ ’(88%)

지한다고� 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부주의 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산행� 시에� 라이터나� 담배.� ‘ ’ .� ,�

성냥처럼� 하찮게� 여기는� 것을� 완전히� 소각하지� 않은� 채 작은� 불씨가� 바람을� 타고� 다시� 살아나� 산,�

을� 태우는� 경우입니다 년� 월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산불로� 고성군과� 속초시� 일대의� 마.� 2019 4 ,�

을과� 산림이� 폐허가� 된� 경우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가� 뭐가� 대수냐고� 할�.�

수� 있지만 작은� 불씨라도� 불 은� 불 입니다,� “ ” “ ” .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히� 주의� 것 이�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것이� 되는�‘ ’ .�

일이� 순식간에�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한� 순간에� 놀라운� 영.�

적� 향상을� 이루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족하면� 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늘� 기.� 2%� 100%

억하십시오!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 . 이러한� 영적� 주의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잊�

지� 마시기� 바랍니다.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아직� 제거하지� 않은� 우상이� 있다면� 지금� 우리는�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➊

다.

영적�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심장이� 쉬지� 않고� 뛰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➋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묵상 질문  어느� 때 당신의� 영적� 집중력이� 느슨해지고� 있습니까,� ?

묵상레시피❙열왕기하 역대하 20:12-19  + 15:17

히스기야는� 병들어� 죽게� 된� 가운데� 전심으로� 기도하여�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년의� 수명과� 도성의� 안전을� 약속하셨습니다 왕하�15 ( 20:1-11).

히스기야의� 소식을� 듣고� 누가� 찾아왔습니까 절?(12 )

히스기야는� 어떻게� 그들을� 맞아들였습니까 절?� (13 )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무엇을� 예언했습니까 절?� (15-18 )

히스기야� 왕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절?� (19 )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절(13 )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에게� 편지와� 예물을� 보낸� 것은� 반� 앗수르� 반란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였다 사 장� 참고 히스기야는� 유다의� 전투력과� 경제력을� 과시하고자� 했다 하나님께� 년( 39 ).� .� 15

의� 수명과� 도성의� 안전을� 약속받고도� 그는� 바로� 뒤돌아� 군사력과� 정치� 외교력을� 더� 신뢰하고� 있

다 이사야의� 예언은� 한� 세기� 후에� 성취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