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 요약 (20-04-26)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빌 4:10-13)
우리는 지금 전혀 생각지 못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 맞이한
이 새로운 상황이 과연 극복될 것인지, 또 이전의 완전한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는 있
는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습니다.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으며, 교회도 아직 한 번도 겪지 못한 새로운 환경을 겪어가고 있습니
다. 과연 우리는 이 강력한 도전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이때 무엇보다 우리가 듣
고 싶고 들어야 할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향해 “너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
다. 우리는 약하고 무능하나 하나님은 강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
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전이 와도 그것을 뛰어넘고 이겨낼 것입니다. 이
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 믿음의 눈입니다.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우리 앞에 놓인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게 해 줄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 자족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경제적으로 늘 궁핍한 가운데 살았지만, 그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할 줄 알
았습니다. (11)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
하기를 배웠노라” 그 어떤 형편은 이것입니다. (12)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
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
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바울의 능력은 기적을 통해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을 돌파하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
서라도 무조건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 즉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자족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바울도 이것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
러므로 우리도 배워가야 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만족하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
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는 연습을 해야 합니
다. 내 만족과 행복의 기준을 낮추어야 합니다. 외적인 조건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내려놓고 주어진 여건에 만족하게
되면, 우리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점점 많아지게 됩니다. 동시에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를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게 될 것입니다.
둘째, 내게 능력주시는 자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족하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힘의 근원이 주님이시기 때문입
니다. (13) “내게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주님은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항상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믿음은 죽은
뒤 천당 가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금 여기 삶의 자리에서 살아갈
능력을 끊임없이 주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떤 도
전도 뛰어넘을 수 있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도 불확실한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력의
근원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그분만을 의지할 때, 마침내 우리 모두는 승리하게 될 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