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슴속에서 넘쳐나는 기도를,쏟아져 나오는 고백을 그대로 거르지않고 담아본
기도문

주님 제기도를 기다리시고 제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앞에 제가
나오나이다.
제 바램도 열망도 기대도 제가스스로 하는 것이 아님을 제게 다시알게 하신 주님⋯.
감사하나이다.
기도 열망 바램 기대 이모든것이 이미 주님게서 제게 심어놓은셨던 것임을 제가 또
알았나이다.

주님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고 바라는 바램은⋯... 매일매일 더욱더 하나님의
임재하심속으로 걸어나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의 말과 생각과 행동과 삶이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
섬기는)시작되고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영혼의 기름지고 풍성한것으로 채워기기를 간절히 사모하게 하신 당신의 뜻이
다른사람을 섬김에 있음을 알게 하셨고 그리고 그섬김을 통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심장 그리고 주님의 눈물을 담을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시간들임을 주님은
제게 알게하셨읍니다.

다른어느것으로 채워질수없고 다른 누구로도 채워질수없는 영혼의 깊은곳을
하늘의 것으로만 채울수있다는것을 절절히 알게 하신 주님의 사랑에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저의 바램과 기대와 열정은 바로 섬김을 위한것임을 또한 알게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순간도 대강 그렇게 살수없는 이유가 거기있으며 저의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가 거기 있으며, 그것으로 밖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할수있는 길이
없음을 알기에 ⋯.
그것으로 밖에만이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순종하기를 기꺼이 기쁘게 할수있는
길이 없기에 ⋯
주님 제가 간절히 주님의 임재하심속으로 날마다 순간마다 사모하며
걸어들어가길 바라고 기도하나이다.

제생각대로 제계획대로 제뜻대로 하는 모든것이 죄가 될수있음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알기에 ⋯..
주님 , 이 미련하고 우매하고 고집스런 부끄러운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사로잡아 복종시키시는 축복된 삶을 제게 허락하옵소소..
영혼의 궁극적 축복이 거기있음을 제가 아나이다.

제가 잡다하고 부수적인것으로 인해 방해 받지 말게 하소서
원망과 변명과 핑계와 이유 불평과 불만과 질투와 경쟁과 타인의 이목과같은
거짓되고 허망한 것들에 한순간이라도 붙들렸다 놓이는 허탄한 삶을 살지 말게
하소소 .
그럴 시간이, 우리 ⋯나에겐 허락될수 없음을 알게 하소소,
그것이 우리,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아는 지혜임을 기쁘게 알게 하소소

주님 이러한 삶으로 인해 제눈에 보이는 어떠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게
하소소 ,
제눈에 보이는 어떠한 것도 감사하지 않을수 없는것이 없게 하소소.
다른것들이 제마음과 삶속에 자리하기에는 제게 허락하신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삶의 순간,순간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를 분초마다 깨닫게 하소소.
제영혼에 채워질수 있는것이 오직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삶 안에서만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오며 그것이 주님으로 밖에 올수 없음을 알게 하신것에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시각과 관점과 기준이 우리를 뛰어넘는, 너무나 높은 주님께 있어야 비로소
사랑다운 사랑, 감사다운 감사가 만들어지는것을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깊고 놀라운 사랑의 이유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추락의 시작일수밖에
없는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같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모함이 없이는 주님 비슷한 삶도 절대
살수없기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주님주시는 백퍼센트의 순수한것으로만 담기만을 바라는
바램을 위해 피흘려 싸우는 삶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는 오물같은것으로 군데 군데
덕지덕지 덮혀질수밖에 없음을 알기에⋯
그리고 그때부터는 추락일수 밖에 없음을 알기에⋯..
그래서 우리삶에는 간절한 바램과 사모함이 다른것에 있어야 하는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어야 하며 주님께서 내게 심어놓으신 기도속에 있어야 하는 것을
알게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럴듯한 상식과 이유가 그리고 누가들어도 아주적절한 타당한 핑계가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외의 모든 순간과 주님을 바라보는 그곳외에 모든곳에
무수히 존재하기에 우리는 우리의 눈과 귀가 주님께 고정되어 있어야하는 절대적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속에서 시작되어지지 못하는 말과 생각과 행동과 사랑으로 살지

말게 하소소 .
그런 위험함에 나를 맡기는 미련한자가 되지 말게 하소소.
그러기에는 주님께서 제게주신 기도가⋯ 주님께서 제게주신삶이 ⋯너무소중하고
아름다운것임을 제가 아나이다.
영혼의 기름지고 만난것으로 제영혼과 뼈와골수에 채우시는 분은 오직 주님
한분뿐이시며 주님과 제눈동자가 마주치는 그촛점에서만 시작되는것임을 제게
알게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제 생명호흡이 다하는 날까지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사모함이 제게 늘 살아있는
축복이 되게 하소소
주여..제 잔이 넘치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