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 요약 (20-05-10)
‘나’가 아닌 ‘우리’의 신앙 (레 25:1-12)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원합니다. 그렇다면 행복한 가정의 비결은 무엇일까
요? 그것은 ‘나’보다 ‘우리’라고 하는 가정공동체를 우선하는 것입니다. 가족들이 서
로를 배려하고 애쓸 때, 우리의 가정은 서로가 머물고 싶은 행복의 뜰이 되는 것입니
다. 가정에서 뿐 아니라 어디서나 ‘나’보다 ‘우리’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신앙에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나’가 아
닌 ‘우리’의 신앙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나’이지만, 목적과 방향은 ‘나’가 아니라 ‘우
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 오신 것처럼, 우리 또
한 ‘나’보다 ‘우리’를 앞세우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바로 그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나’보다 ‘우리’의 신앙을 가르치고 훈
련시키셨습니다. 그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안식년계명과 희년계명입니다. 이것은 한
마디로 ‘더불어 사는 삶’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누구와 더불어 살아야 합
니까?
첫째,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빚을 탕감해줍니다. 희년에는 돈을 주고 산 노예를 풀어주고, 값을 치르
고 산 땅을 전 주인에게 돈을 받지 않고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해
가르치시려는 것은 ‘가난한 자를 살려야 네가 산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극복하기 어
려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도록 가난한 자를 도울 책임이 이웃과 국가에 있다는 것
입니다.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빚을 탕감하고, 신분을 회복시키고, 경작할 땅을 돌려
주어 새롭게 출발하도록 실제적으로 도우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사회적 약자들 또한
배려하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들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은 그의 피조물 모
두를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시며, 먹이고 살리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는 우리에게 ‘나’가 아닌 ‘우리’의 소중함을 일깨워줍
니다. 나만 잘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되려면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경쟁보다 연대를 중시하고, 나의 행복보다
우리의 행복을 우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는 자들 속에 이런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자연세계와 더불어 사는 것입니다.
안식년은 사람보다도 땅을 쉬게 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처럼, 사람도
쉬고 자연도 쉬는 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편리와 행복을 앞세워 자

연을 마구 훼손하고 병들게 했습니다. 이제 인간에게 혹사당한 자연이 보복하고 있습
니다. 바이러스, 기후변화, 환경오염으로 초래되는 여러 현상들 모두 자신의 편리만을
우선하는 인간의 교만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는 대상은 인간만
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삶으로 유턴해야 합니다. 좀 더 불편하고
천천히 가는 길이라고 해도, 그것이 결국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사는 길입니다.
코로나 이후는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더 올바른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시는 ‘더불어 사는 삶의 원리’를 따른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먼
저 변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나’가 아닌 ‘우리’의 신앙으로 변화되도록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