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신학: 일터의 질서

1. 돈 - 3.

풍부

(豐富:ABUNDANCE)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 4:18)

⁎

⁎

⁎

1. 형통이 ‘풍부함’을 보장하지 않는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형통’을 말하는데, 놀라운 것은 ‘형통’을 누리는 사람이 언제나 의인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현실에서는 악인도 형통함을 누리고(시 73:3), 심지어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잠 17:8)는 지혜의 말씀까지 있다. 물론 악인의 형통은
그 끝이 허무하고(잠 24:19-20), 뇌물은 집안의 몰락을 가져온다(욥 15:34; 잠 15:27). 하지만 하나님이
악인들에게도 형통을 허락하시는 것을 볼 때, 누구도 자신의 형통을 내세워 의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잠언 24:19-2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성경은 ‘형통’도 말하지만, 형통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흘러나오는 ‘풍부함’이야말로 진정한 형통임을
가르친다(잠 24:1-6). 이러한 형통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져다준다(수 1:7-9). 하나님의 말씀은 끊이지
않는 생명수를 의인에게 흘려 보낸다. 의인은 그 말씀의 물을 먹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시 1:2-3). 이러한 풍부함은 땅에서 그치지 않고 영원한 하늘까지 이어진다(벧전 1:4).
악인의 형통함도 일순간은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다(시 37:35). 하지만 그 풍부함은 “생명의 원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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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9; 참조, 엡 1:3; 3:8)이신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한시적인 땅의 양분을 빨아들여 얻은

것이어서 지속되지 못하고 거품 꺼지듯 순간에 자취를 감추고 만다(시 37:36).
잠언 24:1-6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모든 일이 잘 풀려간다고 할 때, 나는 의인인가?
욥 1:21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내가 풍부한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는 무엇인가?
빌 4:16-2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2. 하나님의 봉사자는 ‘풍부함’을 삯으로 얻는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형통과 지속적인 풍부함을 약속하신다(시 122:6; 사 66:10-11).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는 말을 우리 상황에 적용하면,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교회를 돌본다는 뜻이다(마 10:37; 요 21:15-17). 즉,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다(롬 14:8; 고후 5:13). 하나님은 “하나님의 봉사자”에게 세상의 풍부함을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기 위한 비용으로 쓰게 해 주시고, 일꾼의 삯으로도 주신다(학 2:7-; 사 61:4-7).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세상도 풍부하게 사용하고, 예루살렘의 영광도 함께 누리게 해 주시는
것이다.
사 61:4-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경계해야 할 것은, ‘나의 삶’과 ‘하나님의 일’을 분리하는 것이다. 나의
삶을 풍부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일을 뒷전에 두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해 주시려고 광야에서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셨다(신 8:16; 출 3:8).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들이 내 능력과 내 손으로 삶을 이끈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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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까지 하나님이 살아갈 능력을 주셨다는 결론에 이르게 해 주신 것이다(신 8:17-18). ‘내 삶의
풍요’를 우선에 둔 사람은 켤코 소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재앙을 당해 재물을 상실하는 커다란
고통을 겪는다(전 5:10, 14; 참조, 시 49:10-12, 16-19). 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모든 생활의 필요를 채워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써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우고, 어떤 일이라도 자기에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마 6:33; 빌 4:11-13).
빌 4:11-1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욥의 풍부함이 그의 인생 후반에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욥 42:10-12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나님의 일과 나의 일이 ‘하나’라는 사실이 어떻게 삶에 대한 불안을 떨치고, 풍부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해주는가?
딤후 2:3-7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3. 풍부함을 유지하려면 영적 안일함을 경계해야 한다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하시며, 그들이 미지근하니 그들을 입에서 토하여 버리겠다고
경고하신다(계 3:16). 이것은 그들의 영적 안일함을 지적하신 것인데, 이유는 그들이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만했기 때문이다(계 3:17). 그들의 실상은 영적으로 파산하여 세간의
치욕을 당하고 아무 것도 구분하지 못하는 맹인의 상태였다. 세상의 것들은 얻었으나, 영적으로는
모든 것을 잃은 것이다. 주님의 해결책은 그들이 ‘주님으로부터’ 금과 옷과 안약, 즉 참된 부, 참된
영광, 그리고 참된 안목을 사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실천방안은 일상의 삶에 주님을 모셔 들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다(미 6:8; 계 3:20). 참된 풍부함을 소유하고 유지하는 비결이 주님과 일상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삶’에 있음을 가르치신 것이다(딤전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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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3:20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 풍부하게 하시는 것은 부자가 되게 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우리의 일상을 풍요롭게 해 주시기 위해서이다(신 28:1-6).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 주시는 것은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상을 통해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이다(엡 3:8).
그러므로 우리는 나 스스로 풍부하게 살기 위해 재물과 성공을 쫓을 것이 아니다. 매일 주님의 말씀이
비추는 길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고(시 119:105),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살기를
힘써야 한다.
엡 3:8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내가 영적으로 안일해지지 않기 위해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인가?
잠언 1:32-33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내가 주님과 일상을 동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태도는 무엇인가?
잠언 22:4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풍부함을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내 자신의 부요함을 우선에 두는 영적 안일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으로
주님으로부터 참된 부와 참된 영광과 참된 안목을 사서 우리의 평생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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