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제목: “나그네 신앙”
설교본문: 히브리서 11 장 13, 14 절

성경의 신앙의 관점에서 인생을 사는 태도를
정착자, 방랑자(집시)와 나그네로 보고자 한다.

정착자: 이 세상이 전부라고 믿고 산다. 자기가 살 곳을 정한다. 집 짓고, 창고를 만들고, 이웃
과 관계를 만들고, 거기서 자신과 가족이 영원히 평안히 살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

방랑자: 세상의 제도, 관계 매이기 싫어한다. 삶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 그냥 주어지는 데로 산
다. 정착 못하고 집도 없으며 무언가 짐 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오늘만 편하고 즐겁거나
그냥 살아 있으니 산다.

나그네: 이 세상에 정착하여 사는 것 같으나 이 세상에 매이지 않았다. 더 나은 본향이 있음을
믿고 그 소망 가운데 산다. 그 더 나은 본향은 하나님이 주실 왕국으로 그 곳에서 예수님을 왕
으로 그 백성이 되어 살기를 소망한다.
그래서 매이지 않고, 짐도 가벼우며 미련도 없다. 자유하며 더 나은 세상을 소망함으로 늘 활
기차다.

하나님은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더 나은 세상, 곧 하나님이 만드실 세상을 소망하게 하셨다.
그래서 나그네 의식이 있어야 한다.

일찍부터 하나님은 신앙의 사람들을 나그네가 되게 하여 훈련시키셨다.
아브라함이 그렇다. 믿음의 조상과 모세가 그렇다.
오히려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을 잃고 자신을 잃고 모든 것을 잃었
다.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애굽 땅 종 되었던 땅에서 살던 삶을 잊지 말고 살아라!
출애굽기
20:1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20:2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신명기
6:12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24:18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
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되고 성공적으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타락과 멸망은 애굽 땅에서 조상들이 나그네로 살았던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시작
되었다.

나그네 의식을 잃어버리면 신앙도 잃어버릴 수 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임을 바르게 알고 거기에 따라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은
11:8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
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11:9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11:10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앞으로 영생토록 살 나라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이 분
명히 약속하셨다.
신앙인은 그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정착민처럼, 방랑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나그네는 같은 목적지를 가지는 나그네와 함께 한다.
정착민과 방랑자들과 어울리면 자신의 목적지를 잊어버리거나 아무 것도 못하고 그대로 주저
앉을 수 있다. 같은 목적지를 가진 나그네와 함께 힘을 모으기도 바쁜 나그네의 삶이다.

둘째, 나그네는 장막에 거하기를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한다.
장막에 거한다는 말이 텐트에서만 산다는 말이 아니다. 자족할 줄 알고 자신의 필요 이상은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과 복음과 선교를 위해 사는 삶을 말한다.

생활과 삶을 위해 꼭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런데 그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내 소유와 수
입이 될 수 있다. 이 수입을 위해 창고를 짓는 사람은 신앙의 실패자이다.
꼭 필요한 것 이외는 내 것이 아니다.
물론 남들보다 좀 더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필요 이상으로 쓰지도 않을 것을 모으고 저장하
는 일은 죄악이다.
잘 쓰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짜 부자이다.

셋째, 나그네는 약속의 땅을 그리면서 그 땅의 주인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하며 이 땅
에서 그 땅에서 사는 주인처럼 산다.
좋은 땅이 거저 주어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농부는 그 땅이 아무 의미도 없고 도움이 되지 못
한다. 오히려 짐만 된다.
아무리 좋은 차를 주어도 면허증이 없고 운전할 줄 모르면 아무 쓸데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하나님 나라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준비 되어야 그 땅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다.
그 땅의 주인으로 살 준비를 하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배우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일을 배
우며 하나님의 것으로 만족하며 영생을 살 준비를 하자!
나그네 삶은 그냥 이 세상에 버려진 기간이 아니라 주인으로 살 준비 기간이다. 언젠가는 본
향 곧 하나님 나라에서 나그네가 아닌 그 나라의 기업을 얻어 살 날이 올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