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 감사(感謝)

2021. 10. 03

(욥기 1:13-22)

말씀: 신광호 담임목사

1. 카르페 디엠(Carpe diem): “현재를 붙잡으라”(seize the day)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지나간 (과거)에 대한 후회와 오지 않는 (미래)에 대한 염
려로 현재가 실종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2. 성도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런 질문을 가져 보신 적이 없으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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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일 낮 예배 설교

4. 동방의 의인 욥은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욥 1:20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21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
가 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 계실까?
하나님은 내 억울함을 보고 계실까?
욥은 몰랐지만 무대 뒤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제로(zero, 0) 상태에서 태어났으니 다시 그 원점으
로 돌아가서 시작하면 된다’는 것이 제로 감사입니다.

5. 그런데 우리 현대인들의 비극이 무엇입니까?
잠 21:4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사탄’(Satan)은 히브리어로 ‘대적’ ‘대적자’ ‘고소자’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히브리어인 ‘사탄’의 뜻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으로 ‘디아볼로’(διαβoλλ
ω). 다시 말하면 ‘사탄’은 히브리어이고, ‘마귀’는 헬라어인 셈입니다.

딤전 6:7 우리가 세상에 아무 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매 또한 아무 것도 가
지고 가지 못하리니
8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벧전 5:8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살전 5:18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
님의 뜻이니라

3. 욥기 1장의 고난 가운데서도 욥이 꼼짝을 하지 않자 2장에서 제2차 고난이

6.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추수감사절

찾아 왔는데 그의 온 몸에 악창이 생겨서 너무 가려워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긁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믿었던 아내마저도 하나님을 욕하며 죽어버리라고 저주하고 구
박했으니 그 아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한 주일만이 아니라 10월 한 달을 ‘감사 회복의
달’로 선포합니다. 감사가 회복되면 만 가지가
회복됩니다.
“그래도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이원론(dualism)-좋은 일은 선한 신에 의해서 나쁜 일은 악한 신에 의해서 좌우
된다. 이원론 사상의 가장 큰 문제는 사단과 하나님을 동등한 위치에 놓는다는 것
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적수가 못 되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는 이원론이 아니라 일원론(monism)입니
다.
“사탄은 성도의 적이지 하나님의 적이 아니다.”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이 전쟁도 하나님과 마귀의 싸움이
아니라 마귀와 나 자신과의 싸움인 것입니다.

이 제로 감사가 시작됨으로 만 가지가 회복
되는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1/10/03 요절 말씀㊲ 잠 21:4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Haughty eyes and a proud heart, the lamp of the wicked, are s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