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 그리고 두려움

마 6:25, 31-33절

찬 50(통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내 소유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사용해야 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의는 어디까지나 내
가 생각하는 수준까지이고 그 수준을 벗어나게 되면 ‘그렇게 헌금하면 나는 어떻게 살지?’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두 가지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된 생각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를 내 소유로 착각하는 잘못과 두
번째 나를 돌보신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까맣게 잊은 채 소유로 내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불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헌금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헌금의 매개가 되는 돈에 대한 바른 정의와 그 돈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
이 바른 가치관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한 가르침으로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
니라.”(눅 16:13)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지만 돈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거나 그보다 앞
에 있으면 그것은 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40년의 광
야 생활동안 그 백성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꿈꾸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
수아를 통해 두 가지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과 또 하나는 남겨둔 이방족속들을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명령을 잊은 채 풍요로운 가나안 백성들의 삶을 부러워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
과 다른 신을 겸하여 섬기게 되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암흑의 400년을 보내고 예수님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던
그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라.”(마 6:33)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고 하신 것은 돈은 하나님의 고유 권한 아래 있기 때문이며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면 시기와 적절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상황에 맞게 채워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청지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맡겨준 달란트를 받은 청지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갖고 적게 가진 것을 자랑하거나 부끄러워할 이
유가 없습니다. 청지기는 소유한 사람이 아니라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인이 맡겨준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시행해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소유를 어떻게 사용하
기를 원하시는지 그 요청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해야 합니다. 물론 먹을 수도
있고 나 자신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한다는 의식이 우리
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소유가 누구의 것인지 이 소유를 누구의 뜻에 의하여 써야 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것이
청지기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바른 헌금 생활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라는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신앙행위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안교회 성도님들께서 교인으로 하나님의 주인이
심을 실천하려고 한다면 바른 헌금생활에 도전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의 대부분의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는 이 세 가지 문제들로부터 오지만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는 곳입니다. 돈을 남기는 작은 일을 구하는 여러분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주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금주의 미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유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고 계십니까? (나의 헌금 생활을 점검해 보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