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성일기 가이드

영성일기-창조적 삶과 하루씩 완결하는 삶
삶은 창조의 과정입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라 완성을 향하여 가는 창조 과정입니다. 하나
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이 우주 내에서 창조하
는 과정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물과 다른 점입니다. 동물은 창조하지 못합니다. 주어
진 대로 살다가 숨을 다할 뿐입니다. 창조주의 형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창
조주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기에 창조를 위하여 창조주께서 주신 달란트와 은사와 소명에
따라 자기만의 유일한 삶을 창조해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를 창조하고 문화를 창조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참여합니다. 이것이 참살이입니다. 이러한 참된 삶을 위
한 최상의 길이 영적인 삶이며 이를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성취해 나가기 위하여 필요
한 매뉴얼이 바로 영성일기입니다.
하나님 창조의 극점인 생명체들은 매순간 호흡하고 매일 에너지를 보충받고, 배설하는 생
리작용을 반복하면서 생명을 유지해갑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에너지를 보충받아야 하고, 마음에 쌓인 혼돈과 불순물을 정리 정돈하여야 하고, 버릴 것
은 깨끗이 내버려야 합니다. 보다 나은 영적 생활을 위해서는 이를 매일 반복하며 단순한
삶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섭리를 따르는 삶입니다.
그리고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을 구원이라 하며, 이는
하나님의 제2의 창조(구원)에 속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
하여 대속의 죽음으로 단번에 죽으시고 단번에 구원하였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으로 한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한 순간에 타락하고 한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이란 성화되고 영화되는 과정으로 나아가
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과정입니다. 이것이 일상생활 중에 매일 이루어
져야 합니다. 구원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시는 것이요, 성화되는 것은 인간이
은혜 안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여 이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자신을 가장 아름답
게 창조해 나가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하루씩 완결하며 영적생활(은혜생활)을 해야 합
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빛과 소금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이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곧 재가수도자적 생활이요 그 영적 핵심적 원리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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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단위로 하루씩 완결하는 영성일기
영적 생활을 하루 단위로 하루씩 완결하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지구 위
에서 살아가도록 지음 받은 우리는 지구의 자전에 따라 하루하루 단위로 사는 것입니다.
하루 단위를 리듬으로 살아가는 것은 공전을 단위로 하는 계절이나 1년 단위의 삶의 기초
가 됩니다. 또한 하루씩 반복되는 창조의 리듬이 1년 단위나 계절 단위보다 더 구체적으로
강력하게 한 인간을 지배합니다. 우선 사람은 생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낮에 일하고 밤에 쉬
는 일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이 리듬이 깨지면 몸과 마음의 균형과 조화가 깨집니다. 이
로써 건강이 상하고 사회생활도 위기에 몰리게 됩니다. 생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직접적 영
향을 강하게 받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생애에서 정서뿐 아니라 행과 불행, 성공과
실패, 건강과 질병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는 창조의 섭리요 우주의 리듬이
기에 깰 수도 벗어날 수도 없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란 완성이 아니라 완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삶이란‘완전함’이 없는 것이요, 오직 완전을 향하여
가는 완결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루씩 완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
다.

하루의 시작은 저녁부터
영성생활의 시작 시점은 저녁입니다. 창세기를 보면 성경의 시간은 저녁으로부터 시작합
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니라."(창 1:5) 창조의 시작은 "흑암이 깊음 위
에 있고"(창 1:2)라는 어둠과 무로부터 시작합니다. 영적 생활은 이러한 창조의 리듬을 따
릅니다. 어둠, 밤, 저녁은 새로운 아침을 잉태하고서 새 날 새로운 창조를 준비하는 때입
니다. 창조에 참여하는 우리는 이 섭리를 따라야 창조에 동참하게 됩니다.

제1원리 하루의 끝을 인생의 마지막 밤(종말)을 맞듯 마무리하십시오.
저녁과 밤은 하루를 마감하며 새날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루를 잘 정리
하고 마감하여야 합니다. 저녁엔 하루 길 인생살이를 다 내려놓고 털어내고 가벼이 무로
돌리십시오. 인생의 마지막 밤처럼 종말의 그날처럼 마감하고 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를 위해서는 내일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이미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니 미련 없이 버리
고, 오늘 일은 오늘로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깊은 잠에 이를 것이고, 깊은 잠은 휴식과 건
강과 장수의 문을 열어줍니다. 또한 하루 살아온 마음과 경험과 지식을 뇌가 스캔하여 정
리해 줍니다. 이는 현대 뇌 연구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영감이 임할 것
입니다. 잠은 건강과 경험을 정리해 줄 뿐 아니라 영감을 주는 영혼의 거대한 호수입니다.
하루를 정리 마감하는 때에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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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해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할 것을 용서하십시오
하루를 살아오는 동안에 일어났던 마음의 자국을 정리하여야 합니다. 그 중에 반드시 해
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할 것은 이해하여 주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주의 기도를 보면 용서 받기 위해서도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마 6:12). 이처럼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은 우선은 나를 위하여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 분노와 복잡한 마음이 우리의 영혼과 육신에 혼란과 상처를 주고 무
거움에 빠뜨립니다. 그 결과 영혼과 육신에 질병을 일으키게 합니다. 용서의 일은 뱀에게
물린 일과 같은 것입니다. 뱀에게 물렸을 때 뱀을 좇아가 뱀을 잡아 죽이려 한다면 어리석
은 일이요 죽음을 부르는 일입니다. 결국 독이 퍼져서 자신이 먼저 죽기 때문입니다. 뱀을
잡으러 갈 것이 아니라 내 몸에 퍼진 독부터 먼저 제거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현명하게 자신에게 퍼지는 독을 먼저 제거하고 해독하는 일이 바로 용서하는 일
입니다. 또한 사도들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이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엡
4:25,26)이라 하였습니다. 분은 성도들의 삶을 파괴합니다. 자신의 건강을 파괴하고 마음
을 강퍅하게 하고 인간의 관계를 찢어놓습니다.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
십시오. 그리고 분노가 남지 않도록 하십시오. 분명 이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성령
의 도우심과 영적으로 훈련되면 능히 해낼 수 있게 됩니다.
2.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용서 받을 것은 용서받으십시오
하루가 끝나도록 죄를 쌓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주께 용서를 구하는 이는 누구나 용서 받
습니다. 인간이 새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회개하고 용서 받는 것입니다. 용서받는 영혼은
나날이 새롭게 피어납니다. 죄책과 잘못 맺은 인간관계를 가지고서는 아름다운 삶을 창조
해 나갈 수 없습니다. 이것이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
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 5:1)는 말씀을 실천하는
길입니다. 죄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종된 상태에서는 생명력 넘치는 아름다운 삶을 창조
해 낼 수 없습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용서 받을 일은 용서 받으면 생명력 넘치는 아
름다운 삶을 창조하게 됩니다.
3. 감사할 것을 감사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살전 5:18)
이라고 하셨습니다. 감사는 영혼의 생명력과 기쁨과 향기를 가지게 합니다. 영적인 면에
서 가장 아름답고 높은 데 이른 마음이 곧 감사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가 가장
진실한 삶과 은혜로운 삶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는 감사할 일을 또 다시 만들어 냅
니다. 매일 저녁 최소 감사할 것을 반드시 3개 이상을 찾아서 기록하며 감사한다면 새로운
삶의 장이 열리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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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따라 기록하십시오
내일 할 일을 미리 정리하고 순위에 따라 기록하십시오. 이때 과욕을 피하고, 오직 하루에
할 수 있는 일들만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록 후 일기장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신 후 잠을
청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풀리지 않던 일도 꿈속에서 많은 영감을 주시는 것을 경험
하게 됩니다. 그리하면 쫓기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새날을 기다리게 되고 맞이하게 됩니다.

제2원리 하루의 시작을 창조의 첫 아침처럼 경이로 맞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매일 다시 오지 않을 날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지 않아도 될 날을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창세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구는 같은 위치에 있었던 일이 없으
며, 매일 새로운 아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매일 우리는 아침을 창조의 첫 아
침처럼 경이로 맞이해야 합니다. 나날이 새롭게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제3원리 오늘도 매 순간 주의 뜻 안에서‘지금-여기’에 충실하도록 행하십시오.
삶은 "지금-여기"에 있으니, 지금-여기를 넓히고 충만하게 살아야 합니다. 지나간 과거의
죄와 상처를 씻고, 내일에 대한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벗어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입니다. 영원은 주와 함께 "지금-여기"를 사는 영적 충만에서 시작됩니다.
이러한 마음의 자세 가운데에
1) 무슨 일을 하든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골 3:23).
2)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십시오. 이것이 온전하게 매는 띠입니다(골 3:14).
3)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고 기쁨으로 헌신하십시오. 종교개혁의 전통입니다.
4) 주의 영광과 보람을 위하여 일하는 청지기적 삶을 사십시오.
직업을 성직으로 여기는 생활
1) 직업은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입니다. 그러하기에 직업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주의 뜻을 어기지 않는 직업을 택하여, 소명으로 여기는 순간 그것은 곧 성직이 됩니다.
2) 나의 뜻과 목표가 아니라, 주의 뜻과 그분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헌신하십시오.
자신감이 넘치며, 지혜와 용기, 기쁨과 열정이 샘솟게 될 것입니다.
3) 받은 만큼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한 만큼 대가가 올 것을 기대하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상급이 먼저 오는 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꿈은 이루어지고 주께 영광을 드리는 영화로운 삶을 성취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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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을 잘 관리하고 나누는 청지기 생활
재물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이 쓰이도록 할 때에 하
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요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영광과 존귀함이 따를 것입니다.
1) 하루씩 기도하며 회계장부로 재물관리를 잘하십시오.
2) 재물이 주인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주는 오직 한 분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시며 예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마 6:24)
3) 재물을 목표로 하지 말고, 소명을 목표로 하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4) 청지기로서 주의 뜻을 따라 재물을 값지게 사용하십시오.
그리하면 더 큰 재물이 화를 부르지 않고 명예와 존경과 행복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를 위하여 매일 스스로 물으십시오.
① 재물의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인도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네 보물(재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
② 저축하였는가? 저축을 할 것이며, 빚은 결코 내지 마십시오.
③ 가까운 이웃(친구, 어려운 이)을 위하여 사용하였는가?
마음의 선물을 생활화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때에 보답이 되어 돌아옵니다.
또한 나를 몰이해하는 이에게까지 베푼다면 나와 새로운 관계가 싹틀 것입니다.
이웃사랑 실천 3행
예수께서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두 개로 요약 말씀하셨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 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
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마 22:37-39)
이웃사랑 실천 3행은 이 중,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영성 생활입니다.
(동전 3개를 오른쪽 주머니에 넣고 하루를 살면서 아래의 세 가지를 행하면 왼쪽 안주머
니, 혹은 다른 주머니에 옮겨 넣은 후 저녁에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내용을 기록하십시오.)
1) 기쁘게 반기기
만나는 이를 기쁘게 반기십시오.
웃는 것도 자선입니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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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물 나누기
베푸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루 한 개의 선물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며, 돕는 자가 되어 돌아올 것입니다.
3) 사랑의 말을 하기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모든 힘을 다하여, 모든 방법을 다하여, 모든 처지에서, 모든 장소에서, 모든 기회에,
모든 사람에게, 네가 살아 있는 동안, 모든 선을 행하라.
<존 웨슬리 "그리스도인의 생활 규칙"에서>
무대에 오르는 이들은 준비하고 연습하고 오릅니다.
우리의 인생이란 매일 하루씩 무대에 오르는 과정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연주회나 연극과 오페라는 볼 것이 없습니다.
감동도 의미도 메시지도 주지 못합니다.
미리 준비하고 올라야 합니다.
매일 저녁 아침에 오를 무대를 생각하고 준비하십시오.
특별히 밤을 잘 보내야 합니다.
밤은 나무의 뿌리와 같습니다.
나무의 뿌리가 썩으면 아무리 잎이 무성하고 줄기가 튼튼해도
곧 마르고 죽고 썩어버립니다.
우리의 인생도 밤을 잘못 보내면
그 삶이 곧 썩고 병들어 버립니다.
아름다운 줄기와 잎과 꽃을 피우고 열매를 지속적으로 맺는
창조적인 삶을 지속적으로 이루려면
뿌리가 튼튼해야 하듯이 밤을 잘 보내야 합니다.
술 취하고 환락에 빠지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며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참조 갈 5:16-26).
이를 위하여 매일 영성일기를 기록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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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27:33~44 찬송가 331장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33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
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주린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34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
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35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36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37 배에 있는 우
리의 수는 전부 이백칠십육 명이더라 38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39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
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40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
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
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41 두 물이 합하
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물은 부딪쳐 움
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42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
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43 백부장이 바울
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
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44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새번역

33 날이 새어 갈 때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하면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열나흘 동안이나 마음을 졸이며 아무것도 먹지 못하
고 굶고 지냈습니다. 34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권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목숨을
유지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아무
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잃지 않을 것입니다." 35 바울
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빵을 들어, 모든 사람 앞에
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떼어서 먹기 시작하였
다. 36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용기를 얻어서 음식을
먹었다. 37 배에 탄 우리의 수는 모두 이백일흔여섯
명이었다.38사람들이 음식을 배부르게 먹은 뒤에, 남
은 식량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39 날
이 새니, 어느 땅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모래밭이 있
는 항만이 보였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거기로 몰아 해변에 대기로 작정하였다. 40 닻
을 모두 끊어서 바다에 버리고, 동시에 키를 묶은 밧
줄을 늦추었다. 그리고 앞 돛을 올려서, 바람을 타
고 해안 쪽으로 들어갔다. 41 그런데 두 물살이 합치
는 곳에 끼여들어서, 배가 모래톱에 걸렸다. 이물은
박혀서 움직이지 않고, 고물은 심한 물결에 깨졌다.
42 병사들은 죄수들이 혹시 헤엄 쳐 도망할까봐, 그
들을 죽여 버리려고 계획하였다. 43 그러나 백부장은
바울을 구하려고 병사들의 의도를 막고, 헤엄 칠 수
있는 사람들은 먼저 뛰어내려서, 뭍으로 올라가라
고 명령하였다. 44 그리고 그 밖의 사람들은 널빤지
나, 부서진 배 조각을 타고 뭍으로 나가라고 명령하
였다. 이렇게 해서, 모두 뭍으로 올라와 구원을 받게
되었다.

NIV
33 Just before dawn Paul urged them all to eat. “For the last fourteen days,” he said, “you have been in constant
suspense and have gone without food - you haven’t eaten anything. 34 Now I urge you to take some food. You need
it to survive. Not one of you will lose a single hair from his head.” 35 After he said this, he took some bread and gave
thanks to God in front of them all. Then he broke it and began to eat. 36 They were all encouraged and ate some food
themselves. 37 Altogether there were 276 of us on board. 38 When they had eaten as much as they wanted, they
lightened the ship by throwing the grain into the sea. 39 When daylight came, they did not recognize the land, but
they saw a bay with a sandy beach, where they decided to run the ship aground if they could. 40 Cutting loose the
anchors, they left them in the sea and at the same time untied the ropes that held the rudders. Then they hoisted
the foresail to the wind and made for the beach. 41 But the ship struck a sandbar and ran aground. The bow stuck
fast and would not move, and the stern was broken to pieces by the pounding of the surf. 42 The soldiers planned to
kill the prisoners to prevent any of them from swimming away and escaping. 43 But the centurion wanted to spare
Paul’s life and kept them from carrying out their plan. He ordered those who could swim to jump overboard first
and get to land. 44 The rest were to get there on planks or on other pieces of the ship. In this way everyone reached
land saf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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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단상
깊은 자연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만물이 여전히 조화롭게 돌아감을 볼 것입니다.
오늘의 성령의 인도하심

오늘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갈 5:22-23)
은혜받은 말씀

나의 기도

중보의 기도

감사하십시오.

내일 할 일을 우선순위에

나의 하루 고백

나의 하루 마무리
이해, 화해, 용서하십시오.

따라 기록하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이웃사랑 실천 3행 (동전 3개 옮기기, OX 혹은 기록하기)
1. 기쁘게 반기기 (
)
2. 선물하기 (
)
3. 사랑의 말을 하기 (

)

기쁘게 반기기
우연히 마주친 동료에게 티나게 인사해 보았습니다.
처음엔 그가 당황해 보였으나 바로 웃음 띤 표정을 보며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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