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 요약 (20-05-24)
너희도 서로 받으라 (롬 15:1-9)
근대 이후 우리 사회의 많은 것들이 변하면서, 가정문화 또한 많이 변했습니다. 그
리고 이러한 변화된 가정문화는 우리 신앙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과거는 신분
의 차이와 남녀의 차이 그리고 그에 따른 위계질서가 뚜렷한 권위적인 사회였고, 교
회는 성경을 갖고 그것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구성원 상호간의 동등한 권
리와 인격을 존중해주는 사회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가정문화의 변화는 우리로 하
여금 성경에는 이미 기록되었지만, 과거에 보지 못했던 말씀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은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다양한 갈등과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가정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
늘의 성경입니다. 바울이 로마교회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마지막 결론처럼 주는 권면
의 이 말씀은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나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
복해서 묵상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당시 로마교회는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는 부정한 짐승에 대한 계명을 더 이상 문자적으로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돼지고기를 거리낌 없이 먹었는데, 이것을 보면서 믿음이 약한 자 가운데 시험에 드
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강한 자들은 이런 연약한 자들을 아직 성경을 잘
알지 못하는 어린 신자라고 업신여겼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옳고 그름보다 더 중
요한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일깨우며 오히려 믿음이 강한 자들을 훈계하였습니다.
(1-2)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 말씀은 나의 믿음의 확신대로 행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 남의 마
음을 먼저 헤아리는 사랑이 옳은 것임을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아울러 이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진지하게 숙고해야 할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에서 본이 되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자기
가 아니라, 남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
말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주
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들까지 받으셨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것은, 먼저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와 다른 것, 내 기준에 미
치지 못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모습조차 존중하고 받아주는 것입니다. 변화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그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사랑으로 받아주고 품어주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변하는 가정문화 속에서 우리는 먼저 성경이 가르치는바 옳은 것을 잘 붙들고 가정
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믿음이 있는 우리가 먼저 가족 하나하나
를 있는 그대로 사랑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
이며, 우리의 가정은 누구나 크고 작은 아픈 상처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각의 틀을 깨고, 진심으로 가족 하나하나를 받아들입시다. 그가 어
떤 모습을 갖고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가족입니다. 잘 안되고, 상처받고, 외로운
자리에 서있을수록 가족의 사랑이 필요한 가족입니다. 사랑으로 받아줍시다. 우리 주
님이 이미 그를 받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를 받아줌으로 온 가족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