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1월 5일(주일) 속회공과
믿지 않는 가족에게 모세가 한 일/ 출18:5-12/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오 (통317)
모세는 미디안의 다신교 제사장인 장인어른에게 기대어 살았고, 40년의 세월 동안 장인어른은 변하지 않
았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모세의 말과 태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장인어른의 입에서 하나
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고백이 나오게 됐습니다. 구원의 통로가 된 모세의 말과 태도는 무엇이었습니
까?
1. 존중하며 잘 모셨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합니다. 어엿한 한 가정의 가장이자, 나이도
80세나 되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일도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는 사명의 길입니다. 장인어른
이 허락하든 말든 하나님 명령은 순종해야 할 것인데, 가겠다고 선언하면 되지 뭘 굳이 허락까지 받는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나로 가게 하소서’하고 허락을 구합니다. 양치기로 먹고
살게 해주고, 딸과 결혼시켜 가정을 꾸리게 해준 이드로를 존중하며 허락을 구할 때, 이드로는 허락하며
가는 길의 평안을 빌어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믿지 않는 가족이 내가 받은 거룩한 소명을 이해하지 못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가족의 의사를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께 받은 비전
이 비웃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오히려 구원의 길을 넓힙니다.
** 신앙생활을 이해못하는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나는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2. 경청하며 수용했습니다.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사정을 판가름해줄 때, 이드로가 이것을 보고 ‘옳지 못하다’며
천부장과 백부장,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세워 위임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만약 모세가 이드로에게 보였던
존중이 보여주기식이었다면, 모세는 이드로의 조언을 따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수고는 알아주지
않으면서, 자신의 한계를 지적하고 일을 번거롭게 만드는 것 같아 불쾌해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이드로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다, 지금껏 모세가 이끌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성도 잘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가 겸손한 마음으로 장인어른의 말씀을 경청하며 따를 때, 모세와 백성
모두에게 큰 유익이 있었고, 향후 이스라엘의 행정체계가 확립되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 겸손한 경청과 수용으로 믿지 않는 가족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3. 내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했습니다.
모세는 이드로에게 그간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40년간 장인의 도움을 받으며 살았기에, 돌려보냈던
아내와 아들들을 데리고 먼 길 찾아온 장인어른 앞에서 모세는 어쩌면 자신의 업적과 능력을 가장 많이
드러내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자신이 어떻게 200만명이 넘는 백성을 통솔했고, 어떻게
홍해바다를 멋지게 갈랐는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백성을 위하여 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담담히 전할 때, 다신교 제사장인 이드로의 입에서 모든 신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말이 나오게 됐습니다. 또한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드리며 모세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 내가 주로 하는 말은 ‘내가 한 일’입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까?
[금주의 미션]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 친지, 직장동료들에게 이번주 나는 어떤 말과 태도로 다가갈 것입니까? 존중과
경청의 태도로 대합시다. 내가 한 일을 뽐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담담히 얘기하며 그 가운데 역
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