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 요약 (20-05-17)
하나님이 하나되게 한 것 (마 19:3-10)
가정은 누구에게나 소중합니다. 소중한 만큼 많은 도전과 시험을 당하게 되기도 합
니다. 그러나 어떤 외적인 환경변화나 내적인 문제에도 불구하고 가정은 우리 모두가
잘 지키고 가꾸어야할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최
초의 공동체이면서 여전히 귀히 여기시고 보존하시는 은혜의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정이 우리 시대에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그리스도인
들은 가정의 기초를 다른 무엇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다져야 할 것입니다. 오
늘 성경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가정의 기초를 위한 말씀을 주십니다. 무엇보다 우리
는 이 말씀이 곧 진리임을 믿고 귀를 귀울여야 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이혼이 가능한지를 물었습니다. 주님은 이
질문에 먼저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4)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5)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
로 만드셨으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려서는
부모의 보호아래서 살지만, 성인이 되어서는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짝을 만나 독립된
가정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이고 가정의 시작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은 ‘한 몸’입니다. (6)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
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둘을 한 몸으
로 만드신 것을 우리 인간이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누는 것은 우리의
권한이 아닌 하나님의 권한이며,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권한을 쓰는 것은 곧 죄입
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혼을 허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죄로 인해 타락해서 비틀어져버렸기 때문이라고 신명기의 배경을 설명해주셨습
니다. (8)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
렇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 더 이상 둘이 아니라 한 몸이기에,
이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창조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
리는 하나님이 태초에 분명히 가르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일깨워주
신 본래의 뜻 즉 창조의 원리가 가정의 기초요 근간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부만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은 모두 한 몸입니다. 여기서 가정이 시
작됩니다.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가르침에 확고히 선다면, 우리는 모든 여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신앙의 가정에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양육되어집니다. 부모가 서로 사랑
하고 품어주는 모습, 커다란 문제도 신앙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란 자녀는
그것을 모방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누구보다 훨씬 쉽게 그런 행복한 신앙의 가정을
이루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잘 세워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나라를 확장하는 소중한 사역입니
다.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 못지않게 좋은 가정을 만들기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다
시금 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부부의 원리, 가정의 원리로 돌아가서 우리 모두가 믿
음의 가정을 잘 세워가도록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