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 요약 (20-04-05)

죽도록 섬기리라 (마 20:20-28)

지금 우리는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 주일예배에 커다란 장애
를 만났습니다. 모든 모임이 집단감염의 우려가 있고, 여기서 옮겨진 바이러스는 가
족과 이웃, 나아가 사회 전체에 폐를 끼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교회는 어
떻게 해야 할까요? 신앙인으로서 우리는 그 답을 먼저 교회의 머리되신 예수 그리스
도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가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갈 때까지의 모든 것
은 고난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 당하심의 동기는 오직 한 가지 바로 섬
김이었습니다. 주님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신 모든 고난의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고,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십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어머니를 앞세워 예수님의 좌우편 자리를 간청하였고, 이 모습을
본 다른 열 제자들은 시기하고 분노했습니다. 모두가 권력에 대한 욕망을 숨기지 못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중심적입니다. 그것은 죄의 속성이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이셨습니다. 그의 길은 오직 섬김이었습니다. 모든
행동의 동기는 섬김이었습니다. (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가 종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신 것도 섬김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분을 주님으로 믿고, 그가 가신 길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라고 고백합
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를 본받고, 그가 가신 길을 뒤따라야 하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길을 깨닫는다면, 그의 몸인 교회가 가야할 길이 분명해집니다.
교회는 그 근본이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섬김은 교회와 그 지체된 교인들이 하는 모
든 행위의 동기와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섬겨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
겨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세상을 또
한 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모여 예배드리는 것이 집단 감염을 유발하게 되고, 그
것이 사회에 해를 끼치게 되기에 국가가 요청한다면,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왜나하
면 우리는 세상을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교회의 본질이 아니라, 섬김
이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는 어려움은 세상을 섬기기 위한 우리의 고난입니
다. 우리는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라면 불편을 기꺼이 감수해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
의 뜻입니다. 아울러 어려울 때일수록 섬김의 신앙은 더욱 중요합니다. 모두가 크
고 작은 어려움을 당하는 이 때, 우리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신 것도, 또 죽으신 것도 다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서였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타인을 위해서 죽도록 섬기셨습니다. 우리도 다
시 그 고결한 섬김의 신앙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디서나 섬김
의 정신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