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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스코틀랜드의 조지 마티슨은 그의 저서에서 개인적인 절망으로 인한
연단을 고백한다.
'내 영혼아, 꿇어 엎드리는 장소를 피하지 말라.'
과거의 위인들에게 가장 잊지 못할 풍요의 자리가 어디였던가 물어보
라.
그들의 대답은 ' 내가 엎드렸던 차가운 바닥'이라고 답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물어보라. 모리아 산의 번제단을 가리키리라.
요셉에게 물어보라. 차가운 감옥을 가리키리라.
다윗에게 물어보라. 그의 노래는 밤에 지어졌다고 할 것이다.
욥에게 물어보라. 하나님이 폭풍우 가운데서 응답하셨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바다에서 순종을 배웠다고 하리라.
요한에게 물어보라. 그는 밧모섬에 승리의 면류관을 던지리라.
바울에게 물어보라. 그는 자기의 눈을 멀게 한 빛에서 영감을 보았다고
할 것이다.
나와 함께 가는 순례자들이여, 가는 길이 예상보다 고통스러운가? 만사
형통, 승승장구의 경험을 할 줄 알았는데, 춥고 황량한 땅에 앉아 외롭
고, 낙심되고, 상심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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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잘못 들은 것이 아닌가 의심하기 시작했는가?
내 말을 믿으라.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당신 위에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을 감싸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당신 곁에 있다. 깨어나서 그것을 잡으라.(찰스
스윈돌)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시여, 혹시 엘리야의 낙담의 로뎀나무 밑에서
울고 있는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련의 도가니 속에서 절망하고 있는가?
조금 슬프면 울 수 있지만 많이 슬프면 울 수도 없다.
우리가 절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어 진다.
이제 우리는 야고보서 연구를 통하여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올
바로 깨달아야 하며, 또한 마지막 144,000의 표상인 ‘욥의 인내를 듣
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는 믿음’(약 5:11)을 배우게 됨으로 우리에게
이르러 오는 그리고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시험을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
며, 나아가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비결을 배우게 됨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인 ‘첫 열매’(약1:18)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리라 믿는
다.
또한 우리는 야고보서 연구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살아남을 자들의 특성
을 배우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후에 신자들의 심장이 한 박자로 고동치
며 -“사랑이 여기 있다”-라고 외친 것과 같이 이제 늦은비 성령을 간구
하는 신자들에게 이르러 올 경험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곧 예수님의 성품을 사모함으로 날마다 예수님
의 생활 습관이 자신의 생활 습관이 된 자들이 부르짖게 될- “인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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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있다”(계14:12)-는,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 부르게 되는 영혼의 노래
일 것이다.
한편 우리는 사도 야고보를 통하여 시험과 유혹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리고 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또한 죄는 본성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약4:17)명확한 정의를 통하여 우리가 기만당하고 있었던 신신학의 오류
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성정이 같았던 엘리야’의 하늘을 움직이는 능력의
근원이 우리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
월 동안 하늘 문을 걸어 잠그고, ‘다시 기도한즉’ ‘큰 비’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켰던 것처럼 ‘늦은비’ 곧 ‘성령의 소낙비’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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