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 Ⅵ - 기쁨은 무너진 마음을 재건할 수 있는 힘입니다

본질 Ⅵ.
기쁨은 무너진 마음을 재건할 수 있는 힘입니다.
[느헤미야 8:9-12]
9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10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11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12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 준 말을 밝히 앎이라

1. 느헤미야 : 말씀을 통해 백성의 마음을 재건하다.
느헤미야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안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세워진다. 그들은 그 말씀 앞에 통곡하며 아파한다.
자기자신을 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통회의 눈물이 있었다. 그런데 레위인들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놀랍다.
기뻐하라는 것이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시고, 산성이시고,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아는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다.
기뻐해야 한다. 회개를 통과해 천국이 가까이 오는 기쁨이 있어야 한다. 바로 이 본질이 복음이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발견한자의 기쁨이다. 감추어졌던 밭의 보화를 발견한 자는 전 재산을 팔 정도의 기쁨이 있는 것이다.
[마태복음 13: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2.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내 마음을 강건하게 한다.
놀라운 사실이다. 기쁨의 영의 능력은 약해진 마음을 위로하는 차원을 넘어서, 마음을 강하게 한다는 것이다.
Strengthen my heart with joy of the Lord.
진짜 능력은 마음을 위로하고 덮어주는 것을 넘어서 약해진 마음을 더 강하게 재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re-building
하는 것이다. 오직 기쁨만이 다시 재건할 수 있는 힘이다.

3. 기쁨, 진리 그리고 자유
복음을(기쁜소식) 들으면 살아난다. 재건된다. 왜냐하면 기쁨은 언제나 자유와 함께 임하기 때문이다. 자유는 다시 기쁨이
회복된 상태, 진리가 임한 상태이다. 즉 흔들리지 않는 강건한 상태를 말한다. 우리의 삶을 재건하야 한다. 무엇을 재건할
것인가? 우리의 삶이 기쁨을 선택하도록 재건되어야 한다.

4. 환난 중에도 기뻐하라.
고통의 순간에 주안에서 기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 모든 순간속에서 기쁨을 경작해야 한다. 성경은 우리가 좋을 때만
기뻐하라고 말하지 않는다. 환난 날에도 기뻐하라고 말한다. 좋을 때만 기뻐하는 것은 세상도 할 수 있다. 날마다 심지어
환난 날에도 기뻐하게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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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서 5:3-4]
3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앎이로다

5.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며, 믿음의 실제적 표현이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한 나의 거룩함의 실제가 기쁨이다. “당신의 거룩한 임재로 내 영혼이 기뻐하나이다.“ 라는 고백이
하나님의 임재안에 있는 기쁨이다.

6.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 기쁨
[야고보서 1:21]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의 정원에 심어야 한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무엇인가? 성령의 9가지 열매이다. 우리 마음의 정원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로 결실을 맺는다. 눈에 보이는
소유의 열매가 아니다.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의미를 줄 수 있는 존재의 열매이다.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기쁨인 이유는 무엇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결국 내 안에서 열매를 맺어, 내가 할
수 없는 블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하시기 때문이다.
느헤미야 말씀에서 백성들이 즐거워 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겸손,온유- 회개하여 자기의 잘못을 회개한
상태) 백성들의 마음에 야고보서 1:21의 말씀처럼 심겨졌기 때문이다.

7.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건되는 마음 – ‘rebuilding’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것은 모든 악으로부터 돌이켜진 상태이다. 회개와 애통함은 나의 마음을 부드러운 상태, 즉
주님만을 따르겠다는 온유함의 마음을 만든다.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겨져 재건되는데, 이것이 바로
기쁨이다.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지어지는 것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다.
기뻐할 수 있는 순간은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순간이며, 바로 이 때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시작의
순간이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자.
[느헤미야 8:10]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Do not grieve,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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