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 요약 (20-04-19)

진정 부활을 믿는다면 (눅 16:19-31)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성공하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한 번 밖에 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오늘의 성경을 통해 성공한 한 사람
과 그와 대조되는 한 사람 즉 세상에서 가장 고통 받고 있는 불쌍한 사람을 소개하
십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두 사람 모두 결국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한 사
람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이후, 영원히 지
속되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죽은후 거지 나사로는 낙원으로, 부자는
음부로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승자인 나사로가 진정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신앙은 무엇이 진정한 성공인지를 제대로 보는 눈을 열
어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부자는 지옥,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을까요? 무엇보다 부활신
앙의 전제 위에 확고히 서서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을 상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사로는 이 세상에서 고난당하고 너무도 비참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고, 부자는 이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누리고 살았기에 다음 세상에
서 괴로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답은 두 가지의 메시지를 담고 있
습니다. 하나는 나사로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고, 다른 하나는 부자들에게 주시는 메
시지 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모두 이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나사로이면서 또한 부자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메시지는 우리 모두가
경청해야 할 말씀입니다.
첫째, 나사로들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오늘날이나 세상에는 나사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가 관영하는 세
상은 공평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궁핍이나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자,
또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스스로 고난의 멍에를 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
는 자, 모두가 우리시대의 나사로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더 큰
고난을 당한 만큼 부활 뒤에는 더 큰 위로와 영광이 있다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
들의 손에는 부활이 쥐어져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위로를 아
멘으로 받고 고난을 잘 이겨내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부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입니다.

주님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하셨
습니다. 부유한 자는 하나님을 믿기 어려울 뿐 아니라, 믿어도 바르게 믿기가 어렵
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재물 가진 이로서 신앙에 성공하려면 그 재물로 선
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
시 말해 우리 주위의 나사로들을 항상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럴때 그 재물을 통해
서 다음 세상에서 나를 위한 좋은 터를 쌓게 되고 참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자들입니다. 우리가 진정 부활을 확신한다면, 이 세상에서의 성
공에 너무 집착해서는 안됩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다음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
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가 아닌 그 곳에서 받을 영생과 면류관과 위로를 소망
하면서, 진정한 부활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