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3월 25일(주일) 속회공과
우리 왕은 다르다/ 마가복음 11:1-10 찬송가 31장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통 46장)
그 동안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메시야 되심을 철저히 비밀에 붙여오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어 이제
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당당히 입성하십니다. 지금부터 일어날 고난과 죽음이 예수라는 사람의 개인
사가 아니라, 죽음을 통해 생명을 줄 메시야의 공적인 사역임을 깨우쳐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입성을 준비하시고 진행해 가시는 전 과정에서부터 예수님은 세상 왕들과는 다르시다는 것이 여실
히 드러납니다.
1.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왕입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자기가 뱉은 말을 지키기도 하지만 지키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왕입니다. 그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이것은 예
루살렘에 임할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올 것이라고 선지자 스가랴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지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큰 말을 타고 위풍당당하게 들어오는 세상의 왕들과 비교하면 초라하기까
지한 모습이었지만, 이 또한 예수님께서 평소 하시던 말씀, 곧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에 정확하게 일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언행이 일치되는
왕이십니다. 말씀하신대로 사시고, 말씀하신대로 이루셨으며, 앞으로도 그리하실 것입니다.
*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실 줄 믿으십니까?
2. 당신이 어려울 때도 백성을 생각하시는 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끼 나귀를 구해오게 시키셨습니다.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할지 가르쳐주셨
고, 혹 제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대답하면 된다고 세밀하게 일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이 시키시는 대로 했을 때,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제자들은 예수님
이 전지하시다는 것을 깨달으며 믿음이 더해졌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나귀 주인이 알아서 나귀를 끌
고 오게끔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일일이 일러주시는 번거로움을 감수
하면서까지 굳이 제자들을 보내신 이유는 이 일을 통해 제자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되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죽음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굳세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셨습니다.
* 나에게 내리신 명령은 나의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3. 사람이 바랄 수 있는 가장 좋은 왕보다도 더 좋은 왕입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보며 백성들은 구약시대로부터 예언되었으며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야가 오셨음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으며, 기뻐 찬양
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한 이래로 강대국들의 틈바귀에서 이리저리 시달렸던 이스라
엘에게 선민으로서의 위엄과 지위를 회복시킬 완벽한 왕이 드디어 도래했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그
러나 사실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하고 꿈꿨던 왕보다 더 좋고 월등한 왕이셨습니다. 유대인이라는 특
정 민족, 로마제국의 식민지배라는 특정한 정치 상황을 넘어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전 인류를
구원하시는 왕이셨습니다. 백성들이 기대하고 바랬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주시는 왕으로 오
셨습니다.
* 바랄 수 있는 가장 좋은 왕보다 더 좋은 왕을 우리가 섬기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금주의 미션]
우리 삶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찬양했던 사람들처럼 시간과 마음을 내어 내일부터 시작하는 십
자가 묵상 기도회에 나와 우리 왕께 경배하고 찬양드립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