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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지하철 플랫폼에 닿자마자 열차,가 도착하는 덕분에 간신히 지각을 면하게되었을 때 급한 볼일로 화장실에 달려갔,는데 마침 딱 한 칸의 빈자리가 나를 위해남아 있을 때 조원들에게 안부 문자 돌렸,더니만 반갑다는 답문자가 날아올 때 전,이렇게 읊조립니다 가암 사합니다.“ ~ .”네, 그렇습니다 저 그렇게 자잘한 것에.감동 잘 받는 단순요셉입니다 어쩌면 극.소심한 성격 때문인지도 모르겠군요 아무.렴 어떻습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좋? ,지 않나요?하지만, 어떠한 감사든지 모두 하나님이기뻐 받으시는 것만은 아닌가 봅니다 성.전에 올라온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했다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 ,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 ,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눅 예수께선 이런 사람을 자( 18:11)” ‘기는 의롭고 남을 멸시하는 자 라고 질타’

하십니다.나보다 잘난 사람과 비교하면 감사하기힘든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과 비교해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도 옳지 못하단 거죠 이제까지.해왔던 나의 감사들에도 본의 아니게 이런비교의 자세가 이따금 있었음을 기억하고반성합니다.즐겁고 기쁜 일 다행스럽고 좋은 일에,감사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습관만.받쳐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감사가 정작 빛을 발하는 순간은 감사 못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일 겁니다.왕 외에 누구에게든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지리라는 조서를 보고도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 세 번 기도하고 감사했다죠단 사자들과 서바이벌 게( 6:10).임 을 벌이게 될 것을 뻔히 아는 마당(?)에 다니엘은 도대체 무엇을 감사했을까,

당신의 감사 제목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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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사? 자굴에 들어가긴 하겠지만 거기서당연히 구원받을 것을 내다보고 미리 감사한 게 아닐까 합니다 마치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기에 순순히 아브라함의 칼에 자기를 내맡긴 이삭처럼 말이죠.이쯤 되면 배짱 도 이만저만이 아닙‘ ’니다 아니 이런 걸 가리켜 믿음 이라. , ‘ ’고 하나 봅니다 떡줄 사람은 생각도 없는.데 김칫국 먼저 마시는 것을 세상에선 주,제넘은 성급함으로 치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계에서는 감사 라는 김‘ ’칫국이 떡을 부르곤 합니다.다니엘의 감사를 압도하는 또 하나의 감사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비록.“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합( 3:17-18)”이해하기 쉽도록 요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비록 내 월급은 무성치 못하며 다?“

니는 직장은 비전이 없으며 벌이던 사업에선 수입이 없으며 통장에 잔고가 없으며집안에 세간이 없을지라도 이 와중에”…즐거워하고 기뻐한다고요 인정합니다 솔? .직히 전 자신 없습니다 역시 선지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저 매년.돌아오는 절기인가보다 여기지 말고 수중,의 지폐 몇 장 빼어 습관적으로 봉투에 담아 헌금바구니에 넣지 말고 나의 감사, ‘제목 은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해봤으면’합니다 받은 복을 세어 보라는 찬송가 가.사 장처럼 나만의 감사 제목을 찬찬히(489 )셈해 봤으면 합니다 그러는 중에 우러나.오는 감사의 마음을 봉헌했으면 합니다.문득 궁금해집니다 당신의 감사 제목은,무엇인가요? 민승재 요셉 | 부총무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