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한 헌금생활을 위한 세 가지 백신(vaccine)
딤전 6:17-19

찬 321 (날 대속하신 예수께)

어플루엔자(Affluenza)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풍요를 뜻하는 낱말 affluence와 유행성 독감을 뜻하는 낱말
influenza의 합성어로 일종의 물질에 몰입하는 사회병리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사도바울도 딤전 6:9절에 “부하
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이 빠지게 하는
것이라.”바울은 물질주의, 돈을 소유하려는 마음을 올무라고 말하며 이것에 빠지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물질주의를 극복해냄으로 건강한 헌금생활을 할 수 있게 하는 “세 가지 백신”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신은 자족의 마음입니다.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주지 말고 오직 우리에
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으로 얻어지는 소유에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만족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이 세상 소유에 대한 욕망
으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
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11-13절)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행복이 주님 안에
있음을 알게 하시려고 지속적으로 물질적인 것들로부터 불러들이십니다.
당신은 부자입니까?
두 번째 백신은 헌신적인 나눔입니다.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교회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초기 기독교
가 로마의 통치 아래 지속적으로 영향력을 확장해 왔던 이유가 바로 교회의 비상식적인 나눔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이 상식인 사회였지만 예수님은 무조건 적인 나눔을 가르치고 행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00년 동안 그렇게 세상 밖으로 나가 나눔을 실천합니다. 그들은 보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결국 이런 나눔은 기독교가 험난한 1세기를 지나 세상을 바꾸게 되는 주된 원동력이 됩
니다.
당신은 나눔에 대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까?
세 번째 백신은 구원의 소망입니다.
19절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나눔에는 이중적인 힘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남을 구원하는 힘,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구원하는 힘입니다. 나눔이 남을 구원하는 힘이 된다는 것은 우리
가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나를 구원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삭개오가 자신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
게 나눠주겠다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삭개오에게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위대한 결단을 했다고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네가 다른 사람에게 너의 것을 나눔으로 네 자신이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값비싼 구원은 부와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부와 물질을 나눔으로
비로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구원은 값싼 구원입니까? 아니면 값비싼 구원입니까?
금주의 미션) 부가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 찾기
ex) 십일조와 구제헌금, 자족하는 마음 갖기, 헌신적인 나눔, 구원의 소망 갖기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