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9월 구역예배 성경교안

퀸즈장로교회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열왕기하 7:3-10
교향곡은 4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슈베르트의 교향곡 8번은 2악장으로 되어 있어 미완성 교
향곡이라고 합니다. 곰곰이 살펴보면 우리 인생도 4악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완성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성문 어귀에 나병환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인생의 축소판 같이 4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4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미완성
으로 끝나지 않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악장: 절망
이들의 첫 악장은 절망입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
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
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왕하
7:3-4a) 이들은 나병환자로서 사마리아성문 어귀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사마리아성에서 나오
는 음식을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이 아람 군대에 포위당하여 굶주림이 극심해졌습니다.
얼마나 굶주렸는지 아이들까지 잡아먹고 있었습니다. 성안의 사정이 이러니 성문 밖 나병환자들의 사
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의 사정도 절망이요, 주변 환경도 절망입니다. 이들에게 주
어진 단어들을 보십시오. “성문 어귀, 나병, 죽기를, 굶주림,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 머무르
면 역시 죽을 것이라.” 온통 절망과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의 1악장도 이 같은 절망입
니다.
2악장: 구원
절망 가운데 있던 이들에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 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왕하 7:4b) 이들이 기왕 죽을
바에야 음식이 있는 아람 군대에 가서 항복하자는 말을 합니다. 아람 군대가 살려줄지도 모른다는 것
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군대가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해 보니 놀
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곳에 한 사람도 없이 다 도망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요? 주께서 이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 하여 헷 사람의 왕들
과 애굽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되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왕하 7:6-7) 주께서
놀라운 구원의 일을 이루어주셨습니다. 나병환자들의 1악장은 절망이었는데 2악장은 구원에 이르게 되
었습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구원의 2악장 이야기가 있어야 합니다.
3악장: 축복
나병환자들의 이야기는 절망에서 벗어나 살게 된 구원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제 3악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병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왕하
7:8) 나병환자들은 목숨만 산 것이 아니라 상상도 못했던 은, 금, 의복까지 갖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이 아니라 풍성한 축복도 주시려 오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 10:10b)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만이 아니라 더 풍성한 것을 주
십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성경은 축복의 내용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과의 친밀감이요
(민 6:23-26), 다른 하나는 물질적인 축복(신 28:2-6) 입니다. 나병환자들은 이제 3악장에 이르게 되
었습니다. 은, 금, 의복까지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도 구원의 2악장을 넘어 축복의 3악장에 이
르러야 합니다.
4악장: 사명
절망에서 구원으로, 구원에서 부요한 축복을 받은 나병환자들은 그 3악장에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구원과 축복 가운데 있던 나병환자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이들에
겐 분명한 사명선언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
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
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왕하 7:9b) 이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깨닫고 그 길을 가서 외쳤습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미완성 인생이 됩니다. 사명은 빚을 갚는 것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
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롬 1:14-15) 절망에서 구원받고 축복받은 사람들이 아무도 사명
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축복받았다면 반드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지난 9월 1일 중앙일보 목요일자 신문에 연세대 송복 명예교수의 책이 소개되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
은 “특혜와 책임”이었습니다. 그는 특혜만 받고 책임을 안지는 사람들을 “천민상층”이라고 불렀습니다.
특혜를 받아 상층에는 있지만 책임을 안지니 천민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과 축복이라는
특별한 특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특별은총을 받았을 뿐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
니라 천민 같은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4악장 사명까지 완수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님은 “다 이루었다”고 사명완수 선언을 하셨습니다. 사도바울도 “선한 싸움 다 싸웠다! 달려 갈 길을
다 달렸다! 믿음을 굳게 지켰다!”고 사명완수 선언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자신의 사명을 선언할 수 있
을 뿐 아니라 사명완수의 선언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는 10월 23일 Coming Home(집으로) 행복에의 초대가 있습니다. 우리 가정 안에도, 이 뉴욕 도성
에도, 절망으로 죽어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향해 침묵하면 안 됩니다. 구원의 2악장, 축복의 3
악장 까지 누린 사람들이 사명의 4악장에서 침묵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생, 미완성 교향곡을 남기고
죽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교향곡 4악장까지를 다 완성하시고 하나님께 이르
시기를 축원합니다.
○ 나눔의 시간 ○
나눔1. 인생의 4악장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나눔2. 나의 구원은 확실합니까?
나눔3. 나의 사명 선언서는 무엇입니까?
나눔4. “행복에의 초대”에 나오라고 누구에게 가서 전하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