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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사역 비전
  1  . 제자 사역 공동체

2. 가정 사역 공동체

3. 차세대 비전 사역 공동체

4. 선교 사역 공동체

우리의 기도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

  1  . 설교가 삶이 되는 교회

2. 영성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교회

3. 겸손이 미덕이 되는 교회

4. 섬김이 영광이 되는 교회

교회력의 오늘
성령강림 주일(적색)

Since Oct. 10. 2004

Church of the Lord
해외 한인 장로회

May. 20. 2018 (통권 689호)

Church of the Lord

찾아오시는 길

Palisades Pkwy를 이용하실 때

Exit 5N로 나오셔서 303N를 
타시고 네 번째 신호등에서 좌회 
전(Mountainview Ave.) 하시면 
작은 플라자를 지나면서 우측에 
교회가 있습니다.

Exit 6E로 나오시는 경우, 두 번 
째 신호등(Western Way)에서 
좌회전, 첫 번째 신호등 에서 우 
회전(Mountainview Ave.) 하시 
면 왼쪽에 교회가 보입니다.

Rt. 303을 이용하실 때

303 북진하시는 경우 좌측에 골 
프 Range를 지나신 후 우측의 
Chase Bank와 Holiday Inn을 
지나, 첫 번째 신호등에서 좌회전 
(Mountainview Ave.) 하시면 우 
측에 교회가 보입니다.

1부 (경건) 예배 오전 08:30

수요일

2부 (은혜) 예배 오전 11:00

3부 E.M. Service 오전 10:00

Hispanic Service 오후 03:30

수요 예배 오후 08:00

금요 심야 기도회 오후 08:30

본        당

본        당

EM 예배실

본        당

본        당

본        당매월 첫 금요

새벽 기도회 새벽 05:30 본        당월 - 토

주   일

주   일

주   일

주   일

예배 시간 안내

1기 고급반 오전 09:30

1기 고급반 오후 08:00

2기 초급반

Conference Room
Conference Room
Conference Room

평신도 조직신학

평신도 조직신학

귀납적 성경연구

화요일

화요일

목요일

제자 학교 안내

Youth Group 오후 07:30오전 11:00 영어고등부실

영아, 유치부 초   등   부오전 11:00 오전 11:00주 일 주 일

주 일 금요일

교회 학교 안내

교 역 자

주일� 아침� 예배
(AM 8:30 / 11:00)

187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 34:18)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사 43:25)

#135 - 성령강림 (1)

182

전주
예배의 부름
기원
신앙고백

오르간
시 45:1~2, 5

사회자
사도신경

찬송
참회의 기도

교독
찬송

찬양과 경배 Praise Band Dunamis
주님의 시간에, 어둔 죄악 길에서

주의 자비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기도

교회소식
소 문환 장로

잠언 27:1

1부 주 영광 찬양대
증인이 되리라

2부 주 경배 찬양대
거룩 거룩 거룩

설교 정 석진 목사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Boast Not Thyself of to Morrow

�1부� 경건의� 예배

�2부� 은혜의� 예배

사회 / 정석진 목사

 

찬양과 기도
봉헌

목양기도
찬양
축도
후주

1: 623, 2부: 찬송하며 살리라

담임목사

주기도송

정 석진 목사

오르간

원 로   목 사 : 권 일연 (201-784-5591)

교육전도사 : 이 권재 (201-575-9783)

E.M Pastor : Dennis Kim (917-420-5376)

오후 08:00

성경봉독

찬양



교회소식 (Our Worship Opportunities Through the Week)

환영 - 오늘 처음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방문 기록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임 -        1. 중보기도 사역팀의 기도 모임이 매주 금요일 오전 9:30 본당에서 있습니다.

소식 - 1. 단기 선교단 연합 리더 모임( 하나님의 사랑 교회와 camino verdad y vida)  2:15 conference room 
에서 있습니다. 단기 선교단 영성훈련은 2:40부터 계속됩니다.

2. 3여선교회가 선교 기금 마련으로 5월 한달 옷과 물건 donation을 1,2부예배후 친교실 옆문으로 
통하는 곳에서 받고 6월한달 sale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3. 전교인 봄맞이 대청소 (남선교연합 주관) 5/27 (토) 오전 9시로 연기 되었습니다. 전교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4. 오늘 점심 식사후(1:30) 성경암송대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가자 전원에게 상품이 있습니다. 
5. 제2 남선교회주최 선교 기금 모금 골프 일정이 확정 되었습니다. 
_ 일시 : 6월 7일 (목) 1시 
_ 장소: 뉴욕 컨트리 클럽 
_ 경기 진행 방법: 샷건 방식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와 후원 부탁 드립니다.  (문의: 문선길 장로/소문환/김남구)
6. YG주관 Car Wash Fund Raising 이 우천으로 인하여 연기 되었습니다.
  (날자: 6/3, 목적: YG 예배실 환경미화 기금 마련, 연락처: Dennis Kim 전도사님)
7. Teacher’s appreciation(스승의 날) 감사의 표시로 친교 시간에 선물 전달이 있겠습니다. (모든 교사 

여러분들은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8. 부흥위원회, 국내 전도팀의 전도용 CD 제작이 친교실 테이블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 4시에 

우리마트앞에서 노방전도가 있습니다. 
9. 이번 주 수요(5/23)예배는 교육위원회 헌신 예배로 드릴 예정입니다(오후 8시).
10. 화평구역예배는 5/20(주일) 오후 5:30에 김경원/정영순 집사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온유구역예배는 5/21(월) 오후 12:00에 한인숙 집사님 가정에서 있습니다.
11. 그동안 본교회 방송실에서 성실하게 섬겨 주셨던 최병덕/남재옥집사님 가정이 텍사스로 이주를 하 

십니다. 사랑하는 집사님 가정을 위하여 많은 중보기도와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 2 -

미디어 사역 안내

KRB 라디오, FM 87.7
매주 토요일 12:30 pm

GMB TV, 에브리온 CH 153
매주 금요일 10am, 8pm
매주 토요일 11am, 9pm
(한국 시간)

뉴욕 한국

방송사역

설교 음반 사역

본 교회에서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CD로 제작되어 배포되고 있습니다.
설교 음반이 필요하시거나 CD 배포(한인 마켓등)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회로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T 201-767-1004 / 845-398-1369
도서 출판 사역

모세오경에서 예수님 만나기  (정석진 목사 성경여행 #1)
나의 신부 나의 어여쁜 자야     (정석진 목사 아가서 강해)

(Worship on Sunday’s Sermon)  주일 말씀 찬양

- 11 -

성경여행 - 이번 주 성경여행은 잠언 23-29장입니다만 강해 노트로 대신하고 교육위원회 헌신예배로 드립니다.

찬송하며� 살리라
정� 석진� 사�.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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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ttendants for the Services)  5/6월 봉사위원
주일 기도

안     내 1부

1부

1부

2부

2부

2부

1부 2부

헌     금

새가족안내

수요 기도

정기원권사

김상철집사, 박미숙집사, 김 옥집사

김권수집사, 김옥련집사 고영복집사, 오미경집사

김성관집사

송광헌집사, 이남희집사

정혜경집사

김인숙권사예   배   실

소문환장로 이경하장로 사봉진장로 문선길장로 전순근장로

5/23 5/30 6 20

5/20 17

우상애권사 전희숙권사 구인회집사 노재인집사 김남구집사

3

(Daily Prayers)  매일의 공동기도 제목들
월요일 새가족들, 결석 성도들,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 주일 설교의 열매를 위하여

공예배의 부흥과 성령 부어주심, Youth, EM, 주일학교 부흥을 위하여

사역비전과 우리의 기도, 제자학교, 구역예배, 남녀 선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부교역자, 당회원, 장로회, 권사회, 제직회, 각 위원회와 사역 팀장들 위하여

원로목사, 담임목사, 선교비전, 단기선교, 교회의 부흥과 축복을 위하여...

주일예배들, 찬양대들, 두나미스 PB, 각 부서의 주일 사역, 교회의 부흥...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화요일

수요일

(Sweet Savor Services)  향기로운 섬김
꽃봉헌 토요조찬 화평 구역

이번주 1부 다음주 1부 오영진집사(생일감사)

반영철/한정희권사(감사)

김정식권사(생일감사)

송광헌/이남희집사(케빈생일감사) 최병덕/남재옥집사(감사)

이번주 2부 다음주 2부
교제의   식탁

기쁨 구역 온유 구역이번주 다음주주방봉사

  송광헌/이남희집사(케빈생일감사) 최병덕/남재옥집사(감사)

(Weekday Services)  주중 예배 안내이 주간의 기도 찬양 (Worship on Sunday’s Sermon) 

10

13

5/27

수요� 예배
(PM 8:00)

<잠언 성경여행>

잠언 23~29 장
“솔로몬의 잠언 #6”

정 석진 목사

대표기도 : 우 상애 권사

새벽� 예배
(AM 5:30)

<시편 강해설교>

“이스라엘의 찬송중에 거하시는 주”
정 석진 목사

(이 주간의 기도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토요 새벽 : 주 은혜 찬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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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교노트 (Sermon Note)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잠언 27:1)

내게 적용할 말씀은?

말씀 적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람인데요. 사람들의 은과 금은 다 썩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부와 영광은 절대로 
녹슬지 않습니다.
이런 올바른 가치관의 전수의 성경적인 책임은 바로 그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자녀의 
삶에 축복을 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J. Vernon McGee 목사님이 자신의 젊은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가 한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테네시 주의 
네쉬빌에 엄청난 부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온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 
하나는 항상 그 도시의 로컬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했었습니다. 그에게 외아들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댄스 파티에서 그 아들은 그 도시의 아주 예쁜 한 아가씨와 
결혼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엄청난 부자의 
상속자의 결혼에 관한 소식은 당장 그 도시의 로컬 신문의 
사회면을 크게 장식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그들을 위하여 마을의 아주 
아름다운 언덕 위에 있는 하얀 저택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미국의 유명한 골동품상들을 돌아다니면서 
최고가의 골동품 가구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이들의 결혼에는 온 도시의 유명인사들이 
다 모였고, 엄청난 인파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 도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그들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North Carolina의 East Tennessee에 
속한 멋진 Great Smokies라는 산악지대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을 태운 자동차가 산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던 중 커브 길에서 그들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자동차는 높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내렸고 물론 
신랑 신부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부자는 갑자기 
자신의 상속자를 잃은 아픔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마련했던 집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집을 
빈집으로 남겨두기로 했답니다. 그들은 그 멋진 저택에서 
하룻밤도 자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McGee가 볼 
때 더욱 불행한 일은 그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우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교육보험도 들고, 여러분이 은퇴를 한 후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모종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결혼을 했을 때 그들에게 물려줄 그 
무엇에 대한 준비도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물려주어야 
할 재산은 그들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해 주는 
그 어느 것도 그들의 영혼의 구원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자기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비록 그가 
젊은 날을 아깝게 낭비해 버리고 말았지만 그가 늙었을 때, 
그는 어려서 배웠던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솔로몬이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맞는 어머님이 계시지 않는 
어머니 날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께 최고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머님은 저보다 
늦게 신앙 생활을 시작하셨고, 신학 교육을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바른 신앙 생활을 아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그녀의 마음 속엔 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누이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모든 형제들이 어머님의 
마음은 오직 아들 뿐이라고 불평들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그녀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머니날이면 어머님께 무슨 선물을 드려야 하나 고민하며 
선물을 고르는 것이 매년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뭘 해드리고 싶어도 어머님이 안계시네요. 
날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어머님께서 이제 훌쩍 주님께로 
떠나가시고, 뒤에 남은 저는 그리움만 하나 가득 안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게 어떤 부나 인간적인 영광들을 물려주지 
못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분들은 생애 
전부를 절 위해 사셨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두 분은 오직 저를 위한 기도로 생의 불태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머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믿음의 기도로 사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아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을 지원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직도 어머니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분들을 최고의 것으로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 만큼이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있니?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아벨로부터 에녹으로 그리고 노아로 또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 26:17-19]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18)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19)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싸웠던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은 존귀한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존귀한 이름, 이것이야말로 최고로 
명예로운 이름, 좋은 이름 (the good name)이 
아니겠습니까?
[삼하 7:8-9]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 신자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이름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들은 사람들은 안디옥의 
제자들이었습니다(행 11:25-26).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박탈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주권을 잃고 많은 사람들에게 종노릇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어떤 명예나 재물이나 
즐거움보다 더욱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얻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그랬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듯이, 
또한 다윗이 그랬듯이 그리고 안디옥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이 명예로운 이름들은 그들이 달고 다니는 명찰이나 혹은 

자신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얻는 쪽을 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솔로몬은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금에 대해서 말하면 솔로몬보다 더 많은 금을 누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집에서 쓰는 그릇도 
다 금이었습니다. 그는 은도 별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금만 사용했습니다(왕상 10:21). 
솔로몬이 이런 영화를 누렸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안에서 
은을 돌같이 흔한 것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왕상 10:27).
이처럼 솔로몬은 많은 부와 영광을 누렸지만 그 부와 
영광이 오히려 솔로몬을 더욱 타락하게 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금하신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 나라는 두 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물론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때, 솔로몬은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뼛속 깊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금과 은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 줍니다.
[히 4:14-16]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회개 할 수도 
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 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슥 12:10).

[슥 12:6] 그 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에 앞서서 스가랴 11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막대기 두 개를 취하셔서 하는 “은총”이라고 부르시고, 
다른 하나는 “연락(union)”이라고 부르신 후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양떼들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총의 목자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를 
이스라엘이 스스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를 치니 
양떼들이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은총의 언약은 
파약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총이 단절되었을 때 
누구도 회개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와 은총의 세대에 
살고있는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때가 곧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유대인들에게 다시 부으시는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얻도록 하십시오. 금이나 은보다 이 은총을 더욱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는 삶은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다윗의 
성전 봉헌식을 위한 찬양 시를 들어보십시오.
[시 30:4-5]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은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사모하고, 그 은총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솔로몬이 말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 
마지막 것은 일종의 영적 지혜로 자녀를 훈계하는 어버이의 
존재입니다.
[잠 22:2-5]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3)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4)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5)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이 세상에 빈부가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위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사망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고립된 현실은 같은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이 문제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 빈부가 섞여 살고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러나 부자가 자신의 부로써 전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유일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부자는 자신의 부로써 전혀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빈부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뿐입니다. 물론 둘 중 
하나이지요. 예수 안에서든지 아니면 예수 밖에서든지... 
솔로몬은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리고 이 지혜는 절대로 돈주고 살 
수 없는 값진 보배입니다. 이 지혜는 오직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 옵니다.
이 영적인 지혜는 우리에게 겸손을 줍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가져다줍니다. 패역한 자의 앞에는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지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가시와 올무를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예수님의 보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해서 가시로 면류관을 써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해서 그 올무를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이 주지 못하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부자를 보고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야! 저 
으리으리한 저택, 저 좋은 자동차... 저 사람은 없는 것이 
없어. 최고 부자야!”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 밖에 있다면 그 부가 그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저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고 불쌍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 
동네에서 제일 행복한 부자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들 중에 한 

만일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갑자기 백 만 불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돈은 참 편리한 것이지요?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들을 아주 
즐겁고 편리하게 해 줄 수 있지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솔로몬이야말로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부로 모든 것을 사 보았을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후에 솔로몬은 
그것이 인생의 진실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몇 주 후에 배울 전도서입니다.
바로 그 솔로몬이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재물을 얻는 것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재물보다 귀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것들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심어주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이 세상 최고의 
부자들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이 말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들의 
리스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명예란 다른 사람에 의해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소위 "다윗의 용사들(the mighty men of 
David)"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당시에 
그 이름은 아주 명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의 최 
측근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용사들이 세 명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그들의 용맹스런 업적들로 
인하여 이 명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브나야라는 사람에 관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삼하 23:20]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He had done 
many acts; 많은 업적을 세운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He slew two lionlike men of Moab; 
그가 모압의 사자와 같은 난폭한 두 명의 군사를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죽였으며
팔레스타인 땅에도 눈이 온다는 것이 좀 신기하죠? 우리는 
눈이 많이 오면 교회도 못 오는데, 브나야는 눈 구덩이 
속에서 사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용맹스런 
업적들이 이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삼하 23:22]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사실 다윗의 세 용사들 중에 한 이름을 얻는다는 것이 
명예롭긴 하지만 거기에 구원이 달려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직결된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자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신자, 
곧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는 KJV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A 
good name is rather to be chosen than great 
riches.” 과연 무엇이 “good name(좋은 이름)”일까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명성의 전당에 
헌액되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유명인사가 되는 것이 하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까지 빛나게 될 명성의 
전당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름다운 이름들을 발견합니다. 

03일(목요) : 1차 선교기금 모금 골프대회
06일(주일) : 교회학교 야외예배
09일(수요) : 교회학교 연합 헌신예배
13일(주일) :  Mother’s Day Banquet
20일(주일) :  기관 초청 성경암송대회
22일(화요) : 제자학교 봄학기 종강
23일(수요) : 두나미스 PB 춘계 발표회/여선교회 연합 헌신예배
25일(금요) : 6월 사역을 위한 위원장 회의
25일(금요) ~ 27(주일) : 5월 구역예배 Weekend
6/1(금)-6/2(토) 연합찬양대 하계 세미나

5월 교회 사역 일정

III.  오늘의 레슨

_ 너무 서두르지 마라
_ 뒤로 미루지 마라

I. 내일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라”

II. 오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성실로 오늘을 채우라”

왜냐하면, 그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너와의 대화가 아니라
우리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이고

우리의 말을 들어주는 네가 있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란다

또 우리가 먹기 싫어하거든
우리에게 억지로 먹이려고 하지 말아다오

언제 먹어야 하는지, 혹은 먹지 말아야 하는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단다

다리가 힘이 없고 쇠약하여, 우리가 잘 걷지 못하게 되거든
지팡이를 짚지 않고도 걷는 것이 위험하지 않게 도와 줄 수 있니?

네가 뒤뚱거리며 처음 걸음마를 배울 때
우리가 네게 한 것처럼, 네 손을 우리에게 빌려다오

그리고 언젠가 나중에 우리가 더 이상 살고싶지 않다고 말하면
우리에게 화 내지 말아다오

너도 언젠가 우리를 이해하게 될테니 말이다.
노인이 된 우리의 나이는 그냥 단순히 살아온 것을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떻게 생존해 있는가를 말하고 있음을 이해해 다오

비록 우리가 너를 키우면서 많은 실수를 했어도
우리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들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너에게 보여주려고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언젠가는 너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랑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네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를 사랑하고 너의 모든 것을 사랑한단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
언젠가 우리가 늙어 약하고 지저분해지거든

인내를 가지고 우리를 이해해다오

늙어서 우리가 음식을 흘리면서 먹거나
옷을 더럽히고, 옷도 잘 입지 못하게 되면

네가 어렸을 적 우리가 먹이고 입혔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면서
미안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참고 받아다오

늙어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했던 말을 하고 또 하고 하더라도
말하는 중간에 못하게 하지 말고 끝까지 들어주면 좋겠다
네가 어렸을 때 좋아하고 듣고 싶어했던 이야기를

네가 잠이 들 때까지 셀 수 없이 되풀이하면서 들려주지 않았니?

훗날에 혹시 우리가 목욕하는 것을 싫어하면
우리를 너무 부끄럽게 하거나 나무라지는 말아다오

수없이 핑계를 대면서 목욕을 하지 않으려고 도망치던 너를
목욕시키려고 따라다니던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니?

혹시 우리가 새로 나온 기술을 모르고 무심하거든
전 세계에 연결되어 있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그 방법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다오
우리는 네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는지 아느냐?

상하지 않은 음식을 먹는 법
옷을 어울리게 잘 입는 법

너의 권리를 주장하는 방법 등…

점점 기억력이 약해진 우리가 
무언가를 자주 잊어버리거나 말이 막혀 대화가 잘 안될때면

기억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좀 내어주지 않겠니?
그래도 혹시 우리가 기억을 못해내더라도

너무 염려하지는 말아다오

어느 부모님이 자식에게 보낸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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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

Priceless

[잠 22:1~6]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2)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3)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4)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5)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Media # TOP20-09

사람인데요. 사람들의 은과 금은 다 썩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부와 영광은 절대로 
녹슬지 않습니다.
이런 올바른 가치관의 전수의 성경적인 책임은 바로 그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자녀의 
삶에 축복을 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J. Vernon McGee 목사님이 자신의 젊은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가 한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테네시 주의 
네쉬빌에 엄청난 부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온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 
하나는 항상 그 도시의 로컬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했었습니다. 그에게 외아들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댄스 파티에서 그 아들은 그 도시의 아주 예쁜 한 아가씨와 
결혼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엄청난 부자의 
상속자의 결혼에 관한 소식은 당장 그 도시의 로컬 신문의 
사회면을 크게 장식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그들을 위하여 마을의 아주 
아름다운 언덕 위에 있는 하얀 저택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미국의 유명한 골동품상들을 돌아다니면서 
최고가의 골동품 가구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이들의 결혼에는 온 도시의 유명인사들이 
다 모였고, 엄청난 인파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 도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그들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North Carolina의 East Tennessee에 
속한 멋진 Great Smokies라는 산악지대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을 태운 자동차가 산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던 중 커브 길에서 그들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자동차는 높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내렸고 물론 
신랑 신부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부자는 갑자기 
자신의 상속자를 잃은 아픔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마련했던 집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집을 
빈집으로 남겨두기로 했답니다. 그들은 그 멋진 저택에서 
하룻밤도 자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McGee가 볼 
때 더욱 불행한 일은 그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우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교육보험도 들고, 여러분이 은퇴를 한 후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모종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결혼을 했을 때 그들에게 물려줄 그 
무엇에 대한 준비도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물려주어야 
할 재산은 그들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해 주는 
그 어느 것도 그들의 영혼의 구원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자기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비록 그가 
젊은 날을 아깝게 낭비해 버리고 말았지만 그가 늙었을 때, 
그는 어려서 배웠던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솔로몬이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맞는 어머님이 계시지 않는 
어머니 날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께 최고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머님은 저보다 
늦게 신앙 생활을 시작하셨고, 신학 교육을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바른 신앙 생활을 아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그녀의 마음 속엔 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누이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모든 형제들이 어머님의 
마음은 오직 아들 뿐이라고 불평들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그녀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머니날이면 어머님께 무슨 선물을 드려야 하나 고민하며 
선물을 고르는 것이 매년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뭘 해드리고 싶어도 어머님이 안계시네요. 
날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어머님께서 이제 훌쩍 주님께로 
떠나가시고, 뒤에 남은 저는 그리움만 하나 가득 안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게 어떤 부나 인간적인 영광들을 물려주지 
못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분들은 생애 
전부를 절 위해 사셨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두 분은 오직 저를 위한 기도로 생의 불태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머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믿음의 기도로 사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아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을 지원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직도 어머니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분들을 최고의 것으로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 만큼이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있니?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아벨로부터 에녹으로 그리고 노아로 또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 26:17-19]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18)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19)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싸웠던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은 존귀한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존귀한 이름, 이것이야말로 최고로 
명예로운 이름, 좋은 이름 (the good name)이 
아니겠습니까?
[삼하 7:8-9]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 신자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이름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들은 사람들은 안디옥의 
제자들이었습니다(행 11:25-26).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박탈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주권을 잃고 많은 사람들에게 종노릇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어떤 명예나 재물이나 
즐거움보다 더욱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얻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그랬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듯이, 
또한 다윗이 그랬듯이 그리고 안디옥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이 명예로운 이름들은 그들이 달고 다니는 명찰이나 혹은 

자신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얻는 쪽을 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솔로몬은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금에 대해서 말하면 솔로몬보다 더 많은 금을 누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집에서 쓰는 그릇도 
다 금이었습니다. 그는 은도 별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금만 사용했습니다(왕상 10:21). 
솔로몬이 이런 영화를 누렸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안에서 
은을 돌같이 흔한 것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왕상 10:27).
이처럼 솔로몬은 많은 부와 영광을 누렸지만 그 부와 
영광이 오히려 솔로몬을 더욱 타락하게 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금하신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 나라는 두 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물론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때, 솔로몬은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뼛속 깊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금과 은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 줍니다.
[히 4:14-16]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회개 할 수도 
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 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슥 12:10).

[슥 12:6] 그 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에 앞서서 스가랴 11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막대기 두 개를 취하셔서 하는 “은총”이라고 부르시고, 
다른 하나는 “연락(union)”이라고 부르신 후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양떼들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총의 목자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를 
이스라엘이 스스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를 치니 
양떼들이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은총의 언약은 
파약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총이 단절되었을 때 
누구도 회개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와 은총의 세대에 
살고있는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때가 곧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유대인들에게 다시 부으시는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얻도록 하십시오. 금이나 은보다 이 은총을 더욱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는 삶은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다윗의 
성전 봉헌식을 위한 찬양 시를 들어보십시오.
[시 30:4-5]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은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사모하고, 그 은총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솔로몬이 말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 
마지막 것은 일종의 영적 지혜로 자녀를 훈계하는 어버이의 
존재입니다.
[잠 22:2-5]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3)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4)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5)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이 세상에 빈부가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위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사망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고립된 현실은 같은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이 문제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 빈부가 섞여 살고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러나 부자가 자신의 부로써 전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유일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부자는 자신의 부로써 전혀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빈부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뿐입니다. 물론 둘 중 
하나이지요. 예수 안에서든지 아니면 예수 밖에서든지... 
솔로몬은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리고 이 지혜는 절대로 돈주고 살 
수 없는 값진 보배입니다. 이 지혜는 오직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 옵니다.
이 영적인 지혜는 우리에게 겸손을 줍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가져다줍니다. 패역한 자의 앞에는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지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가시와 올무를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예수님의 보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해서 가시로 면류관을 써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해서 그 올무를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이 주지 못하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부자를 보고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야! 저 
으리으리한 저택, 저 좋은 자동차... 저 사람은 없는 것이 
없어. 최고 부자야!”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 밖에 있다면 그 부가 그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저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고 불쌍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 
동네에서 제일 행복한 부자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들 중에 한 

만일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갑자기 백 만 불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돈은 참 편리한 것이지요?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들을 아주 
즐겁고 편리하게 해 줄 수 있지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솔로몬이야말로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부로 모든 것을 사 보았을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후에 솔로몬은 
그것이 인생의 진실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몇 주 후에 배울 전도서입니다.
바로 그 솔로몬이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재물을 얻는 것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재물보다 귀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것들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심어주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이 세상 최고의 
부자들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이 말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들의 
리스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명예란 다른 사람에 의해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소위 "다윗의 용사들(the mighty men of 
David)"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당시에 
그 이름은 아주 명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의 최 
측근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용사들이 세 명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그들의 용맹스런 업적들로 
인하여 이 명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브나야라는 사람에 관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삼하 23:20]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He had done 
many acts; 많은 업적을 세운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He slew two lionlike men of Moab; 
그가 모압의 사자와 같은 난폭한 두 명의 군사를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죽였으며
팔레스타인 땅에도 눈이 온다는 것이 좀 신기하죠? 우리는 
눈이 많이 오면 교회도 못 오는데, 브나야는 눈 구덩이 
속에서 사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용맹스런 
업적들이 이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삼하 23:22]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사실 다윗의 세 용사들 중에 한 이름을 얻는다는 것이 
명예롭긴 하지만 거기에 구원이 달려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직결된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자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신자, 
곧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는 KJV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A 
good name is rather to be chosen than great 
riches.” 과연 무엇이 “good name(좋은 이름)”일까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명성의 전당에 
헌액되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유명인사가 되는 것이 하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까지 빛나게 될 명성의 
전당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름다운 이름들을 발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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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데요. 사람들의 은과 금은 다 썩어버립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부와 영광은 절대로 
녹슬지 않습니다.
이런 올바른 가치관의 전수의 성경적인 책임은 바로 그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자녀의 
삶에 축복을 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기 
원하십니까? J. Vernon McGee 목사님이 자신의 젊은 날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가 한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적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온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테네시 주의 
네쉬빌에 엄청난 부자가 살고 있었답니다. 그는 온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움직임 하나 
하나는 항상 그 도시의 로컬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했었습니다. 그에게 외아들이 있었답니다. 어느 날 
댄스 파티에서 그 아들은 그 도시의 아주 예쁜 한 아가씨와 
결혼을 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엄청난 부자의 
상속자의 결혼에 관한 소식은 당장 그 도시의 로컬 신문의 
사회면을 크게 장식했습니다. 그들은 결혼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부모들은 그들을 위하여 마을의 아주 
아름다운 언덕 위에 있는 하얀 저택을 사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미국의 유명한 골동품상들을 돌아다니면서 
최고가의 골동품 가구들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혼을 했습니다. 이들의 결혼에는 온 도시의 유명인사들이 
다 모였고, 엄청난 인파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 도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그들은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North Carolina의 East Tennessee에 
속한 멋진 Great Smokies라는 산악지대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을 태운 자동차가 산꼭대기를 향해서 
올라가던 중 커브 길에서 그들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자동차는 높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져 내렸고 물론 
신랑 신부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 부자는 갑자기 
자신의 상속자를 잃은 아픔에 몸부림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마련했던 집에 울타리를 두르고 그 집을 
빈집으로 남겨두기로 했답니다. 그들은 그 멋진 저택에서 
하룻밤도 자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McGee가 볼 
때 더욱 불행한 일은 그들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구원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혜로우시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하여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교육보험도 들고, 여러분이 은퇴를 한 후에도 여러분의 
자녀들의 교육을 위한 모종의 계획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이 결혼을 했을 때 그들에게 물려줄 그 
무엇에 대한 준비도 있으시겠지요. 하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진정으로 물려주어야 
할 재산은 그들의 구원입니다. 여러분이 그들에게 해 주는 
그 어느 것도 그들의 영혼의 구원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자기 자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를 두었습니다. 비록 그가 
젊은 날을 아깝게 낭비해 버리고 말았지만 그가 늙었을 때, 
그는 어려서 배웠던 하나님께 대한 신앙으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솔로몬이 물려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이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값진 것입니다.

제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맞는 어머님이 계시지 않는 
어머니 날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님께 최고의 유산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어머님은 저보다 
늦게 신앙 생활을 시작하셨고, 신학 교육을 받지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바른 신앙 생활을 아는 
분이셨습니다. 매일 그녀의 마음 속엔 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누이들도 마찬가지였겠지만 모든 형제들이 어머님의 
마음은 오직 아들 뿐이라고 불평들을 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그녀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어머니날이면 어머님께 무슨 선물을 드려야 하나 고민하며 
선물을 고르는 것이 매년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뭘 해드리고 싶어도 어머님이 안계시네요. 
날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어머님께서 이제 훌쩍 주님께로 
떠나가시고, 뒤에 남은 저는 그리움만 하나 가득 안고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제게 어떤 부나 인간적인 영광들을 물려주지 
못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분들은 생애 
전부를 절 위해 사셨다는 것입니다.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두 분은 오직 저를 위한 기도로 생의 불태우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머님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믿음의 기도로 사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하는 아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아내들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것을 지원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위한 최고의 
투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아직도 어머니께서 
살아계시다면 그분들을 최고의 것으로 공경하십시오. 
그것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 만큼이나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입니다.  있니?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아벨로부터 에녹으로 그리고 노아로 또한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던 그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에 오르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히 11:6]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신 26:17-19] 네가 오늘 여호와를 네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18) 여호와께서도 네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언하셨느니라 (19)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네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여호와의 이름의 명예를 위하여 싸웠던 다윗에게 우리 
하나님은 존귀한 이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존귀한 이름, 이것이야말로 최고로 
명예로운 이름, 좋은 이름 (the good name)이 
아니겠습니까?
[삼하 7:8-9]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9)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 같이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 신자들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이름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크리스천이라는 이름을 최초로 들은 사람들은 안디옥의 
제자들이었습니다(행 11:25-26).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재산을 박탈당하게 될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주권을 잃고 많은 사람들에게 종노릇을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 모든 것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들은 이 세상의 어떤 명예나 재물이나 
즐거움보다 더욱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얻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다윗의 용사들이 그랬듯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듯이, 
또한 다윗이 그랬듯이 그리고 안디옥의 제자들이 그랬듯이 
이 명예로운 이름들은 그들이 달고 다니는 명찰이나 혹은 

자신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삶이 
그들에게 가져다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명예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재물보다 더 귀한 그리스도인의 이름을 얻는 쪽을 택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솔로몬은 “금이나 은보다 은총을 택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금에 대해서 말하면 솔로몬보다 더 많은 금을 누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그의 집에서 쓰는 그릇도 
다 금이었습니다. 그는 은도 별로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직 금만 사용했습니다(왕상 10:21). 
솔로몬이 이런 영화를 누렸던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 안에서 
은을 돌같이 흔한 것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왕상 10:27).
이처럼 솔로몬은 많은 부와 영광을 누렸지만 그 부와 
영광이 오히려 솔로몬을 더욱 타락하게 했습니다. 결국 
솔로몬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금하신 모든 
것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은 후 나라는 두 쪽으로 
나뉘어졌습니다.
물론 전도서를 보면 솔로몬이 노년에 이르러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이 
때, 솔로몬은 은과 금을 얻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뼛속 깊이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금과 은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해 줍니다.
[히 4:14-16]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5)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16)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오라 하시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라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회개 할 수도 
없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우리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고 난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총을 
부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 주신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슥 12:10).

[슥 12:6] 그 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이에 앞서서 스가랴 11장에서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총을 저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막대기 두 개를 취하셔서 하는 “은총”이라고 부르시고, 
다른 하나는 “연락(union)”이라고 부르신 후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양떼들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은총의 목자이셨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를 
이스라엘이 스스로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목자를 치니 
양떼들이 흩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은총의 언약은 
파약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은총이 단절되었을 때 
누구도 회개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을 이 그림이 보여준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와 은총의 세대에 
살고있는 이방인들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 베푸시는 때가 곧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총을 유대인들에게 다시 부으시는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얻도록 하십시오. 금이나 은보다 이 은총을 더욱 
사모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을 입는 삶은 얼마나 귀한 삶입니까? 다윗의 
성전 봉헌식을 위한 찬양 시를 들어보십시오.
[시 30:4-5]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5)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의 은총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보다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사모하고, 그 은총에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 솔로몬이 말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중 
마지막 것은 일종의 영적 지혜로 자녀를 훈계하는 어버이의 
존재입니다.
[잠 22:2-5]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3)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4)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5)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이 세상에 빈부가 섞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위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삯은 사망입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모두 사망이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고립된 현실은 같은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이 문제로부터 도망칠 수는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세상에서 빈부가 섞여 살고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부자는 이 세상에서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 삽니다. 그러나 부자가 자신의 부로써 전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유일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일입니다. 이 일에 있어서 부자는 자신의 부로써 전혀 
혜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빈부가 함께 있을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뿐입니다. 물론 둘 중 
하나이지요. 예수 안에서든지 아니면 예수 밖에서든지... 
솔로몬은 말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 하지만 “어리석은 자는 나아가다가 해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혜를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요. 그리고 이 지혜는 절대로 돈주고 살 
수 없는 값진 보배입니다. 이 지혜는 오직 우리 예수님 
안에서만 옵니다.
이 영적인 지혜는 우리에게 겸손을 줍니다. 여호와 
경외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우리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가져다줍니다. 패역한 자의 앞에는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을 지키는 
지혜가 있는 사람은 이 가시와 올무를 멀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예수님의 보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해서 가시로 면류관을 써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해서 그 올무를 대신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참된 지혜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이 주지 못하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불행히도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이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부자를 보고 말합니다. “아, 저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야! 저 
으리으리한 저택, 저 좋은 자동차... 저 사람은 없는 것이 
없어. 최고 부자야!” 그러나 사실은 그 사람이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만일 그가 예수님 밖에 있다면 그 부가 그에게 무엇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저 사람은 우리 동네에서 
제일 가난하고 불쌍해”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우리 
동네에서 제일 행복한 부자일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들 중에 한 

만일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갑자기 백 만 불이 
생긴다면 여러분은 그것으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돈은 참 편리한 것이지요? 우리가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들을 아주 
즐겁고 편리하게 해 줄 수 있지요.
그런 면에서 생각할 때 솔로몬이야말로 돈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 본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부로 모든 것을 사 보았을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후에 솔로몬은 
그것이 인생의 진실한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몇 주 후에 배울 전도서입니다.
바로 그 솔로몬이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이 재물을 얻는 것보다 훨씬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진정한 의미와 축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이 
재물보다 귀한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것들을 얻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을 심어주시기를 바라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진정한 의미에서 이 세상 최고의 
부자들이 되게 만들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솔로몬이 말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것들의 
리스트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솔로몬은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하라”고 
했습니다. 명예란 다른 사람에 의해 물려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삶에 의하여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소위 "다윗의 용사들(the mighty men of 
David)"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윗 당시에 
그 이름은 아주 명예로운 이름이었습니다. 다윗의 최 
측근으로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던 용사들이 세 명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들은 그들의 용맹스런 업적들로 
인하여 이 명예로운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중에 브나야라는 사람에 관해 우리는 배웠습니다.
[삼하 23:20] 또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이니 그는 용맹스런 일을 행한 자라(He had done 
many acts; 많은 업적을 세운 자라) 일찍이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He slew two lionlike men of Moab; 
그가 모압의 사자와 같은 난폭한 두 명의 군사를 죽였고) 
또 눈이 올 때에 구덩이에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쳐죽였으며
팔레스타인 땅에도 눈이 온다는 것이 좀 신기하죠? 우리는 
눈이 많이 오면 교회도 못 오는데, 브나야는 눈 구덩이 
속에서 사자와 싸워 이겼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용맹스런 
업적들이 이 사람들에게 명예로운 이름을 주었습니다.
[삼하 23:22]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사실 다윗의 세 용사들 중에 한 이름을 얻는다는 것이 
명예롭긴 하지만 거기에 구원이 달려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구원에 직결된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자라는 이름입니다. 우리가 신자, 
곧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아름다운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말 성경에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는 KJV에서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A 
good name is rather to be chosen than great 
riches.” 과연 무엇이 “good name(좋은 이름)”일까요?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 명성의 전당에 
헌액되는 것을 최고의 명예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유명인사가 되는 것이 하늘 나라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까지 빛나게 될 명성의 
전당이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름다운 이름들을 발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