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월 25일(주일) 속회공과
예수 더하기를 위한 빼기/ 빌립보서 3:12 찬송가 289장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통 208장)
더하기 위해 빼야할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더하고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빼고 비우고
버릴 때 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미스바 특새를 통해 우리 삶에 더해진 예수님이 지나쳐가시
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머물러 계시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하겠습니까?
1. 시간을 빼라
미스바 때뿐만 아니라 늘 예수님이 우리 삶에 더해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일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배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 시간을 빼서 공예배와
개인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잘 맞는 친구도 자꾸 만나고 연락을 이어가야
관계가 지속되는데, 예수님과의 관계가 필요할 때만 찾는 비즈니스 관계가 된다면 은혜가
날마다 갱신될 수 없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길다고 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위해 바쁘게
일하다보니 주님과 한 공간에 있으면서도 주님 말씀을 들으러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주님 뜻과는 점점 멀어지며 그 마음에 기쁨을 잃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삶이지만 시간을
빼어 예배하고 예수님과 교제할 때, 받은 은혜는 더욱 풍성하고 깊게 이어질 것입니다.
* 나는 어떤 시간을 빼어 예수님과 어떻게 교제하겠습니까?
2. 미루려는 마음을 버려라
우리가 두 번째로 빼고 버려야할 것은 미루려는 마음과 습관입니다. 미스바 기간에 예수님께
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키사 결단하게 하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 마귀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열매 맺는 것을 막기 위해, 실천을 미루게 합니다. 하기는 할 건데, 급한 일
이 있으니 내일부터, 다음부터 하겠다며 연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점에
과감하게 버려야할 것은 순종을 미루고 연기하려는 마음입니다. 아브라함도 독자 이삭을 바치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최대한
미루고 싶은 명령이었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큰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은 듣고 실천할 때 열매가 맺힙니다. 미루는 마음을 버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받은 은혜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히기를 바랍니다.
* 내 안에 순종과 실천을 미루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3. 자아를 비워라
세 번째로 우리는 자아를 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43-45절의 비유를 통하여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빈 상태로 내
버려두면, 나갔던 귀신이 다시 돌아오되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하셨습니다.
회개하며 우리 삶이 깨끗하게 되었더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을 채우지 않고 공실로 두면 회개
이전보다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반드시 모셔 들여야 하되,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모셔야 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려면 그 동안 주인 노릇을
해왔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스스로 결정하고 판단하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 결정권
을 넘겨드릴 때 비로소 우리 삶은 이기는 삶, 열매 맺는 삶, 참 가치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 내 뜻대로 주장하고픈 영역에서도 나는 자아를 비우고 예수님 뜻을 따르겠습니까?

[금주의 미션]
빼고 버리고 비웁시다
다음번으로 미루려는 마음을 버리고 주시는 감동대로 시간을 빼어 예수님과 친밀히 만납시다.
자아를 비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서 예수님이 시키시는 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