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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종일 운전한 끝에, 하루 밤을 묵을 모텔을 찾으며 나는 운전대에서 깜박깜박 졸고 있었다. 갑자기 내
차가 반대편 차선 안으로 치우쳐 들어가고 있는 것에 깜짝 놀라며 깨었다. 언덕 꼭대기를 넘어 맞은 편
차선으로 내려오던 차가 내 옆을 지나기 직전에 나는 아슬아슬하게 원래의 차선으로 돌아왔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보호해주심에 감사 드리며 기도했고, 그 보호를 하나님의 보살피심으로
돌렸다. 나는 후시경(백미러)을 통해 상대방 차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잠이 든 차와
정면 충돌을 간신히 피했다는 것을 모른 채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여러 해 전의 그 경험이 하나님을 우리를 자지 않고 지키는 분으로 이해하도록 나의 깨달음을 깊게
해주었다. 그분의 축복은 우리가 알거나 받아드리는 것보다 훨씬 많고, 수를 셀 수 있는 것 보다 더 많다.
응답된 기도는 단순히 인간적 탄원의 긍정적인 산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보호를 필요한지
모르는 동안에도, 모든 곳에 있고, 늘 우리를 보호하신다. 성경에서 말씀하듯, “너를 지키시는 그분은 졸지
아니 하시리라.” (시편, 121 장 3 절) 그분께서는 우리가 도움을 요청할 것을 기다리시지 않는다. 신성의
마음이신 하나님이 고쳐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은 아무 것도 없기에, 우리는 그분께 하셔야 할 일정표를
만들어드릴 필요도 없다.
크리스천 사이언스를 발견한 메리 베이커 에디는 “내일에 대하여 절대로 청하지 말라: 신성의 사랑은
상존하는 도움이라는 것으로 충분하다; 당신이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기다린다면, 당신은 매 순간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이다” (Miscellaneous Writings 1883-1896, 307 쪽)라고 썼다.
우리는 치유할 문제에 대한 기도를 시작하고서 그 문제가 왜 또는 어디에서 왔는지 찾아볼 필요가 없다.
우리는 창조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면 된다. 그분께서는 문제를 만들지도 않으셨고
위험이 모든 고비에서 얼씬거리도록 만드시지도 않았다. 우리가 하나님 이외의 어떤 것도 진정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해할 때 치유가 온다.
에디 여사는 자신의 주저서 “과학과 건강 부 성서의 열쇠” 앞 부분에서, “누가 칠판 앞에 서서, 수학의
원리가 문제를 풀기를 기도하겠는가? 법칙은 이미 세워져 있으며, 해답을 찾아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모든 선함의 신성의 원리에게 그분 자신의 일을 할 것을 우리가 요청할 것인가?”(3 쪽)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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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천국의 조화를 찾는 불운한 인간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고 하셨다. (요한복음 17 장 21 절)
어느 날 저녁 내가 일을 마치고 난 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증명하는 또 다른 일이 있었다. 나는 주차비를
내려 애를 쓰고 있던 어떤 운전자의 차 뒤에 꼼짝 못하게 잡혀 있었다. 주차종업원은 신입 사원을
훈련시키고 있었는데 나는 시간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 부아가 나기 시작하였다. 나는 점점 커지는 나의
조급함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주차 종업원이 가치 있는 일에 종사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직장 동료가 새로운 일을 배우는 것을 도움으로써,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을 인정함으로써 나는 조급함을 자제할 수 있게 되었고, 얼마 안 가서 나는 그 상황에 대한
새로운 생각으로 활력을 회복하여 퇴근 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 후, 우리 집 근방의 기차 역을 지날 때, 내 아내가 역의 플랫폼의 계단을 내려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기차에서 깜박 졸다가 아침에 자기 차를 주차해 놓았던 기차역을 지나치고 말았던 것이다. 내가
주차장에서 잠깐 지체한 것으로 인해 아내가 역의 계단을 내려오던 마침 그 때에 기차역에 도착하게
되었고, 아내가 자기 자동차가 있는 곳까지 삼 마일이나 걷지 않아도 되게 되었던 것이다. 거창한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하나의 작은 일에 불과하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은 심지어 우리가 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끊임없이 돌보심의 한 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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