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카드 (앞면)

① 열심히 노력해도 잘 되지 않아요.

②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에요.

③ 진로를 선택했지만 장래가 불안해요.

④ 억울하고 이해되지 않는 일을 보고 있어요.

고민상담 카드 (뒷면)
지혜는 어리석음보다 낫지만,
지혜가 모든 것을 주지 않는다!
•전도서 1:16-18; 2:12-17; 4:13-16; 9:13-16 말씀을 읽

사람의 노력과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받아들여라!
•전도서 4:4-8 말씀을 읽어보세요.

어보세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이 있나요? 하지만 솔로
•똑똑한 친구, 성적이 잘 나오는 친구를 보면 부럽나요?

몬이 수고와 재주도 헛되다고 한 말을 기억해보세요. 바

전도서는 ‘지혜’조차도 한계가 있음을 말씀합니다. 물론

로 사람의 노력도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음보다 낫겠지만, 지혜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

현대사회는 인간의 가능성과 노력으로 모든 일을 할 수

결해주는 것은 아니랍니다. 똑똑함이 인생을 더 피곤하

있다고 믿지만, 이는 인간의 자기우상화일 뿐입니다. 우

게 만들기도 하고, 좋은 성적이 더 복된 삶을 보장하지도

리는 하나님이 아니기에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음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지혜는, 우리가 한계를 가졌음을

을 알아야 합니다. 언제나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

인정하도록 가르쳐준답니다.

께 맡기고 평안을 누리세요.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르라!

불확실한 미래를 놓고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말라!

•전도서 3:22; 8:9-17 말씀을 읽어보세요.

•전도서 3:22; 7:14 말씀을 읽어보세요.

•이 세상에는 불의한 일이 많지요. 착한 사람이 어려운

•우리는 많은 선택을 남겨놓고 있어요. 많은 가능성이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형통하기도 해요. 막

있지요. 다른 말로 우리의 미래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뜻

상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

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는 불안을

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이 미래를 확정하고자

스스로 불의한 일을 심판하려고 하고, 자기 억울함에 복

노력도 하고 심지어 점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수하기도 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도 헛되다고 말

은 우리에게 미래를 감춰두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씀해요. 불의한 일을 심판하려도 자신도 불의해지는 많

좋은 날, 어려운 날을 두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

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하도록 하셨답니다. 미래가 두렵고 걱정되나요? 우리의

믿고 참으며 의를 행해야 해요. 십자가에서 참으신 예수

미래까지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오늘의 즐거움을 포

님을 기억하세요.

기하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