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의 집을 세운다는 것은?

사 56:7

찬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2017년 하반기 미스바의 주제를 고민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 생각했던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안교
회가 어떤 교회이길 원하실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복음을 전하
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서 교회가 가장 많이 힘을 쏟아야 하는 그 일은 무엇
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고 이사야 56장
:7절 말씀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내 집에서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집을 세우기 위해 준비해야 할 두 마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우고 싶었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 장막은 바로 다윗의 장막입니다. “이후에 내
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행 15:16)
사실 다윗의 장막은 이전에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정말 볼품없고 초라한 것이었지만 하
나님은 그 장막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갖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 교제하길 원하셔서 장
막을 세우십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늘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알고 행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
함을 받게 됩니다. 다윗의 소원은 오직 하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라는 그것이
라.”(시 27:4)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길 원하셨던 다윗의 장막은 건물로서의 의미가 아
니라 다윗과의 아름다운 추억의 의미가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잊지 못할 만남의 사건이 있습니까?
두 번째 희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성전을 깨끗케 하신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전 안
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시며 그들을 쫓아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신 이유는 교회가
정작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이 무
엇일까요? 교회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는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며 하
나님을 섬기는 것이 성전의 존재 이유이고 그 제사를 드리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물입니다. 예수
님이 성전에서 화가 나신 이유는 사람들이 희생 제물에는 관심이 없고 모두 자신이 원하는 것에만 정신이
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는 이번 미스바를 통해서‘우리가 교회에서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애쓰는가? 아니면 내 것을 챙기려고 애
쓰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길 원한다고 하면서 내 것을
희생하려 하지 않고 챙기려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미스바가 많은 성도의 희생이
모아져 아름다운 제사로 하나님께 올려 지게 되길 바랍니다.
당신의 희생으로 살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금주의 미션) 미스바 특별 새벽기도회에 간절함과 희생의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