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18일(주일) 속회공과
밀알과 예수님/ 요한복음 12:23-30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통 185장
세상은 힘없고 약한 자들을 희생하여 시스템을 유지해가려고 합니다. 희생시켜도 반발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자들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높고 크신 분의 희생이 여기 있습니다. 한 분이 더 이상 떨
어질 수 없을 만큼 낮은 나락으로 떨어져 완전히 죽으실 때, 세상은 생명을 얻었습니다.
1. 밀알의 희생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은 밀알처럼 희생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24절). 땅에 떨어지기만 하고 죽지 않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희생이요, 자기 비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하여 가장 극악한 죄인들이 받는 십자가형을 받아, 조롱과
오해 속에 죽으신 것입니다. 또한 밀알이 죽었다는 것은 자신의 희생으로 인해 맺혀질 열매를 보지
못하는 가운데 죽었다는 것입니다. 3년을 공들여 훈련시키신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자 곧바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열매는커녕, 3년의 수고가 다 허사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생하셨을 때, 폭발적인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 땅에 떨어졌는데도 죽지 않고 버티는 씨앗이 혹시 내 모습 아닙니까?
2. 괴로웠지만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희생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명을 앞두고 괴로워하셨습니다. 마음으로는 십자가가 면해지기를 바라시면서도, 십자가
사명을 위하여 당신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아셨습니다(27절).

머리로 아는 것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의

괴리가 예수님께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솔직한 심정을 아뢰면서도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실 때, 십자가를 통해 영광스럽게 하겠다는 응답을 받으시고
다시금 평안과 확신을 얻으셨습니다. 또한 이를 목도한 무리들은 예수님을 더욱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머리로는 해야 하는 것을 알지만 마음으로는 피하고 싶어 괴로운 적이 있습니까?

3. 우리도 따라갈 때 생명이 있습니다
밀알의 길, 희생의 길은 예수님만 가시는 길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26절).
예수님을 섬기는 자라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르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있는 것이 마땅합니다.
선별적으로 따르는 것은 제자의 길이 아닙니다. 자신의 이득에 따라 좇았다가 말았다가를 반복하는
무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한 일은 머리와 마음의 괴리로 괴로워하는 연약한 마음을
예수님이 공감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기도할 때, 연약한 우리도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포기했던 생명까지도 영원히 보전받는 은혜를
주십니다(25절).
* 밀알의 길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생명이 갑절로 플러스되는 길임을 믿으십니까?

[금주의 미션]
어떤 죽음으로 생명을 낳으시겠습니까?
두드림 아동센터를 돕기 위한 고난주간 금식헌금에 참여하여 생명을 살리고 더욱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길을 따라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