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4일(주일) 속회공과
마음 속 성전 정화/ 요한복음 2:13-22 찬송가 264장 정결하게 하는 샘이 (통198장)
유월절이 가까이 오자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올라가 소와 양,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상들
을 내쫓으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몸도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오
늘 성전정화 사건을 함께 나누며, 우리 몸과 마음의 성전도 깨끗하게 정화되기를 바랍니다.
1. 말씀은 그대로 지키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성전에서 소와 양, 비둘기를 팔았던 것은 선의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먼 곳에 사는
백성들이 동물을 데리고 성전까지 오기가 힘드니까, 대신 제물을 구입할 돈만 가지고 오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래 하나님의 명령은 제물을 구입하여 바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르던 가축 중에서 흠 없고 정결한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지키지 않고 구입한 제물로도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다보니까, 결국 하나님께 드릴 제사가 이윤을 많이 남길 장사거리가 되었습니다. 제사가
무너지고, 믿음이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편한 것이 마냥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기가 불편하다고 타협하다 보면, 믿음이 점점 타락합니다. 그러나 불편해도
말씀을 있는 그대로 지키면, 그 말씀이 우리 믿음을 지켜줍니다.
* 불편하고 번거롭다는 이유로 지키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까?
2. 어떠한 손실이 있어도 내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소와 양을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습니다. 오늘로 치면 영업 방해요, 재산상 손실을 끼치신 것입니다. 점잖으신
예수님께서 말로 좋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행동하셨을까요? 너무 화가 나서 이성을 잃으
신 것이 아닙니다. 이들 때문에 제사가 형식적인 종교행위로 전락했기 때문입니다. 구색은 갖
추었을지언정 정말 하나님이 받기 원하시는 마음과 정성은 빠진 겉껍데기 제사를 드리게 하는
요인이 있다면, 어떠한 금전적인 손해가 있더라도 당장 내쫓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
다. 돈을 잃는 것이 하나님과의 진실된 관계를 잃는 것보다 낫습니다.
* 겉껍데기 예배를 드리게 하는 장사꾼과 환전상 같은 생각이 내 안에 있습니까?
3. 알쏭달쏭한 말씀도 피와 살이 됩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따져 묻습니다.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냐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다는 표적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는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
십니다. 유대인들도, 심지어 제자들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굳
이 어려운 말씀을 주셔서 이해할 수 없게 하실까요?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도한 후에는 이 말씀이 예수님의 몸을 가리켜 하신 말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말
씀으로 인해 성경과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22절). 이처럼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잘 들어두고 새겨두면, 나중에 필요할 때 성령님께서 떠오르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 성경과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 이해하기 쉬운 말씀만 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금주의 미션]
사순절을 보내며 성경을 읽읍시다.
말씀을 편식하지 말고 골고루 읽고 들읍시다. 세상과 타협하려는 형식주의적, 편의주의적인
생각들을 밖으로 내몰고, 들은 말씀 그대로 실천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