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1: 하나님의 섭리하는 일은 무엇인가?
답 11: 하나님의 섭리 하시는 일은 지극히 거룩함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며 치리 하시는 일이다.
성경적 근거: 시편 145:17, 104:24, 103:19; 히브리서 1:3; 마태복음 10:29-30; 느헤미야 9:6;
이사야 28:29
질문 1: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라고 했나?
질문 2: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과 분리할수 없는가?
질문 3: 하나님은 무엇으로 섭리하시는 일을 하는가?
질문 4: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일을 두 가지로 설명하면 무엇인가?
질문 5: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인가?
질문 6: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은 무엇인가?
질문 7: 하나님의 권능은 무엇인가?
질문 8: 하나님은 무엇을 보존하시며 치리하는가?
질문 9: 하나님의 섭리 밖에서 이뤄지는 일이 있는가?
설명: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는 이미 문답 8 에서 정리한바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쉬지 않으시고 주관하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1) 모든 창조물을 보존하시며 (2) 모든 창조물에게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시고 또
(3) 모든 창조물을 통해 그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을 말한다.
이 정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소요리문답서가 말하는 것과는 표현이 조금 다르다. 소요리문답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두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하나님의 섭리는 보존하시는 일과 치리하시는 일로 정리했다.
위의 정리는 그루뎀 교수의 정의 인데 소요리문답의 정의를 좀 더 자세하게 나눠놓은 것이다.
그루뎀 교수의 2,3 번은 소요리문답의 치리하는 일로 보면 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일을 하신다. 무엇을 보존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그의 창조물을
보존하신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와 창조와는 떼어놓을수 없다. 즉, 하나님은
창조와 섭리 이 두가지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것이다. 창조과 섭리가 있기때문에 질서가
유지되는 것이기도 하다. 창조와 섭리로 인해 법칙이 세워지는 것이다. 창조와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기도 한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안에 살아야될 뿐 아니라
살아갈 수 밖에 없다.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는 주권적인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도 섭리도
우리는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섭리는 그의 거룩함, 그의 지혜, 그의 권능으로 이뤄진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은 죄와
나눠져계시기 때문에 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절대적으로

위하신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와 무관하실뿐 아니라 이
세상이 아무리 죄 가운데 있다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조금도 타협하시지 않은 가운데
모든 의도하신 바를 이룰것이다.
하나님의 지혜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은 그가 행하시는 모든
일을 최고의 목적을 위해 최고의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루심을 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최고의 목적을 최고의 방법으로 이루실 것을 말해주고 있다. (로마서 8:28)
하나님의 능력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능력은 성경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은 그의 거룩한 모든
뜻을 이룰 수 있는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섭리는 그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주만물을 보존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한 순간도 쉼을 얻지 못 할 것이다.
하나님이 밤과 낮을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 내일 아침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편히 잠들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보존하시기에 가능한 것이다. (히 1:3)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섭리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해야 한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느헤미야 9:6).
만약, 하나님이 보존하시는 섭리로 우주만물을 다스리시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신뢰할수 없을 것이며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이유가 없다. 법칙도 순서도 질서도 없으신 분을
도무지 어떻게 섬길 수 있단 말인가?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보존하시는 섭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뿐 아니라 하나님은 치리하시는 일, 즉 다스리시는 일을 하신다.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찌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함께하심이라고 다윗은 고백했다. (시 23:4)
치리하시는 섭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말하고 있으며 모든 사물을 한치의 잘못됨도 없이
운영하고 계신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치리하시는 섭리를 시편 91 편의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다.
“천 명이 네 왼쪽에서, 만 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시편 91:7)
네가지로 하나님께서 치리하심으로 섭리하심을 알아보자.
첫째, 하나님은 모든 자연의 세계를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신다. (마태복음 5:45; 시편 104:14;
욥기 37:10,12) 우리 주위에 되어가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느 하나도 우연으로 되는 일은 없다.
둘째,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국가들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신다. (다니엘 4:25, 2:21; 사도행전
17:26) 우리 눈에는 온 세계가 난리로 인해 엉망이 되어버린것같이 보여도 하나님의 섭리는
변함이 없다.
셋째, 하나님은 한사람 한사람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신다. (사무엘상 2:6-8) 참새 하마리도,
우리 머리에 머리털 하나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없이는 떨어지지 않은 것이다.
넷째,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헤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완벽하게 통치하고 계신다. (잠언 16:1;
빌립보서 2;13; 시편 76:10)
이 네가지를 볼 때 우리는 성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다. 하나라도 진정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작은 것에서 큰일까지 모두 적용된다. 하나님께는 하찮은 일이 없다. 모든 것이
그의 일이다. 그의 창조된 것을 보존하시고 치리하시는 일은 결코 그에게 하찮은 일이 아니다.
그의 하나님되심이 바로 이런 점에서 증명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인정하지 못 한다면 하나님안에서의 평강을 이해할 수 없다. 성경의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통치권을 어느 누구에게도 허락하시지 않으셨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통치권을 주셨는데 사람은 그 통치권을 귀하게 여기지
못한 결과로 죄를 지었던 것이다.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잘 안보일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 그것을 제일 잘 느낄 수
있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