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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장로교회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
다니엘 6:1-9
우리는 세상에서 살다가 왔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 수
밖에 없습니다. 험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은 험한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떤 원칙으로 살아야 옳은 것일까요? 우리는 험한 세상에서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던 다니엘을 통해 그 원리들을 찾고자 합니다.
1. 정체성을 알라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마 5:13-16). 우리의 짠 맛과 밝음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인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자입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의 부패를 막는 짠 맛이 되고,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되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왕이 도장을 찍습니다. 가장 큰 나라의 왕이
무슨 기준으로 도장을 찍을까요?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서 도장을 찍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부로
도장을 찍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인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2. 어려움을 알라
세상은 어렵습니다. 세상에서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것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첫째는, 이상한 사람들이 괴롭히는 것입니다(단 6:4-5). 내가 아무리 일을 잘해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나를 흔드는 자들, 곳곳에서 미워하고 괴롭히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해 다니엘은 주님을 위해서 미움 받을
용기가 있었습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두려워 말아야 합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괴롭힙니다. 세상은 말씀을 교묘히 사용하여 괴롭힙니다(단
6:5). 어설프게 말씀을 가지고 나오면 쩔쩔 매고, 그들이 맞는 것 같다고 느끼고 우왕좌왕
하다가 덫에 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에 든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 천 독
읽기에 동참하시고, 철저히 읽어 열매 맺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셋째는, 이상한 규칙들로 괴롭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상한 규칙들을 가지고 나를 박해할 수
있습니다(단 6:7-9). 일반적인 법은 잘 지켜야 하지만, 엉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법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문처럼 일시적인 30일간의 규칙일 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30일이면 끝날 것에 목숨을 연장하자고 기도하기를 멈추며 살지 않았습니다.
영원을 생각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위배가 된다면, 죽더라도, 사자 굴에 들어가도
아니라고 하여야 합니다.

3.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첫째로, 나로 말미암아 나의 일터가 손해 보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단 6:2). 다니엘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존재하는 곳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손해를 끼치면 안
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이를 손해 보고 눈물 나게 하여서도 안 됩니다. 다니엘은 그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옆에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손해를 끼치는 삶이 아니라
이익을 보게 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부지런하고, 게으르면 안 됩니다(살후 3:11).
둘째로, 내게 주어진 모든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다니엘은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습니다(단 6:4). 그리스도인들에게 남아야 할 한 가지 수식어는 충성입니다. 세상에서 믿는
자들에게 어려움이 많은데 하나님이 어려움을 제거하지 않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충성된 그리스도인을 찾기 위함입니다. 교회에서도 충성해야 합니다. 모든 기관장과 각 기관의
재정을 맡은 자들은 충성해야 합니다. 숨겨진 것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날에 주님은 다 찾아
낼 것입니다. 충성하십시오.
셋째로, 내면을 건강하게 가꾸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내면이 건강한 사람이었습니다(단 6:3a).
그는 마음이 민첩했습니다. 또한, 당시 어떤 총명한 사람들보다도 세상을 보고 국사를 판단하는
것이 빨랐고 깊이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비결은 기도였습니다.
“Laborare est orare, orare est laborare.” 이 말뜻은 일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라는 라틴어 격언인데, 매우 성경적인 말입니다(골3:17). 다니엘에게는 일하는
것이 기도였고, 기도가 일이었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말고 기도하는 자를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어른들 세대는 기도하였고 기도할 때에 혜안이 열렸습니다. 우리세대도 그렇게 기도해야 하고
다음 세대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첫사랑과 옛날의 정신 첫사랑을
회복하고 호흡이 다할 때까지 생명을 걸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교사,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본인도 기도 안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하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선교
보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퀸즈장로교회에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요? 기도로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자인 것을 잊지 맙시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익이 되는 삶이 됩시다.
충성을 합시다. 기도함으로 내면을 건강하게 가꿉시다. 거기에 길이 있습니다!
○ 나눔의 시간 ○
1.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무엇인가요?
2.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때에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3.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4.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니엘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