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4월 15일(주일) 속회공과
쓰시는 사람 / 역대하 34:33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통 346장)
오랫동안 굳어진 습관과 생각, 문화를 바꾸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남유다의 신앙개혁도 그러했
습니다. 성전 수리와 같은 하드웨어의 보수는 차라리 쉽습니다. 정말 어려운 일은 하나님을 떠나 우
상숭배에 빠져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이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
을 통하여 이루셨습니다. 신앙의 회복과 개혁을 위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진정한 개혁은 늘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뒤틀리고 어긋난 것도 새롭게 창조하시는 생명력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말씀의
불씨를 누구를 통해 당기실까요? 바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을 통
해 당기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성전 수리의 책임을 맡아 성실하게 일했던 힐기야가 여호와
의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부정적으로 말만 하는 사람을 통해서
는 절대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의 손에 여호와의 율법책이 들리면 약이 아니라 칼만 됩니
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의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 나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2.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하는 사람
대제사장 힐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서기관 사독이 요시야 왕 앞에서 읽어주었습니다. 요시야 왕은
듣자마자 옷을 찢고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은 관습적인 행위가 아니라, 말씀에 대한 진실된 반응이었
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
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27절)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니다. 그 반응이 진실된 것인지 꾸며낸 것인지도 아십니다. 또한
우리의 반응에 따라 하나님의 응답이 결정됩니다. 요시야 왕이 말씀 앞에 전심으로 반응했을 때, 하
나님께서는 요시야 때에는 남유다에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해주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 나는 겸손과 진실함으로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입니까?
3. 다른 이들도 끌어주는 사람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요시야는 이제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때에는 심판이 일어나
지 않을 것이니 평안히 살다 평안히 가면 됩니다. 그런데 요시야는 이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재위에 있을 때만 무탈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백성들이 나처럼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기
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들었던 말씀을 백성들 귀에도 들려주고, 솔선수범하여 하나님의 말씀
을 지키겠다고 서약하며, 백성들도 서약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시야의 시대에 백성
들이 여호와께 복종하며 떠나지 않게 되었습니다(33절). 이처럼 자신의 안위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까지 끌어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를 통해 겉과 속의 진정한 개혁을 이루셨습니
다.
* 나는 내 신앙만 챙기는 사람입니까, 다른 이들의 신앙까지 끌어주는 사람입니까?
[금주의 미션]
공동체를 향한 사랑을 표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에 전심으로 반응하며 가정과 교회 등 나에게 허락하신 공동체와 사람들을 어떻게 사
랑하고 섬길지 생각해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