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식일을 지키라 

출 35:1-19                                                             2021년 10월 21일(목) 

1.  

어제는 ‘유월절-칠칠절-수장절’, 세 절기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명령하사’...  

‘명령’이라는 단어에는 철저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것은 더더욱 당연합니다.    

 

무엇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일까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2-3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

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도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날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지만,  

엿새 동안에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더라도,  

일곱째 날 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에덴동산에서도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죽으리라’고 까지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에 불순종한 아담과 하와는 결국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영적인 죽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라는 철저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에덴동산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선악과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셨다면,  



시내산에서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지켜야 되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2.  

우리가 안식일에 해야 할 일,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5절입니다.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소유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택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단어는 “마음에 원하는 자”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금이나 은이나 돈이 아니라, 그것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기뻐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색한 마음과 억지로 하는 마음에서부터 드리는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기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고후 9:7,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쌓은 재물이 많으면 천국에서 받을 상급이 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쌓여지는 재물이 있고, 버려지는 재물이 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재물만 하나님께 쌓여집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 드려지는 기도만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하나님께 인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할 때,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 우리의 기도와 제물을 드리는 자들이 됩시다.  

 

둘째는 10절입니다.  

“무릇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마음이 지혜로운 자’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런 자는 모두 와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막을 함께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3.  

4-9절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요,  

10-19절은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입니다.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와 사역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사역하는 기준은 ‘내 마음대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1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4절, “...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10절, “...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을 행할 때,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생각합니다.  

내가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일은 하지만, 내가 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를 먼저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일이냐 아니냐를 따져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이라면 행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반대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라면 행하지 않는 것도 

‘순종’입니다.  

 

주님은 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먼저 ‘할 마음’을 주시고 ‘거룩한 부담감’을 주십니다.  

그때 내가 할 수 없는 일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삶의 필요도 채우십니다.   

 

4.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자들이 됩시다.  

  

오늘 저녁에는 목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목요 기도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나오십시오.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요기도회를 함께 만들어 가봅시다.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 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