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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추수감사예배 

잊지못할 도움은 감사로 남게 됩니다. 
 

 

1.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사야 61:1-2] 

1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시니, 주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상한 마음을 싸매어 주고, 포로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갇힌 사람에게 석방을 

선언하고, 

2 주님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언하고,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셨다. 

 

이사야 61장은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 이유가 소개되어 있다. 말씀을 

보니 너무나 명확하다. 가난한 사람들, 상한마음을 가진 자들, 포로된 자들, 갇힌 사람들, 모든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해 

오셨다. 그리고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이 땅의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신 곳은 바로 세상의 

관점에서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다.  

 

 

2. 결정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언제나 큰 감동이 있다. 성경에 소개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상황의 공통점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귀신 들린자, 병든자, 세리, 창기 등 결정적인 도움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잊을 수 있었겠는가? 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결정적 상황에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을 보라. 모두가 감동과 감격에 있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삭개오를 보라. 예수님을 만난 그의 감격은 실제이다. 혈루병 여인도 마찬가지이다. 그녀의 치유는 

그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형상이 각인된 사건이다. 수가성 여인, 백부장 등은 예수님에 대하여 보통 사람들과는 다른 

차원의 실제적 믿음을 가졌을 것이다. 그 이유 또한 명백하다.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의 도움을 얻었기 때문이다.  

 

 

3. 평생 남게되는 감사 

추수감사주일이다.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 이유는 명백하다. 도움없이 살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다. 정말 어려웠을 때 손 내밀어 주셨고, 찾아와 주셨던 예수님을 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도 마찬가지이다. 우리 주변을 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누가복음 10:29-35] 

29 그런데 그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께 말하였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30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31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32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 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33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34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주었다. 

35 다음 날, 그는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말하기를 '이 사람을 돌보아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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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경에 빠진 절대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며, “내 진정한 이웃이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하신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인생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혼자 살 수 

없다. 함께 사는 것이다. 이 마음이 있어야 진정한 감사를 할 수 있다. 

 

결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더 나아가서 그들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도와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다. 결정적인 도움이 필요한 곳을 찾아가야 한다. 결정적인 도움을 받은 인생에 남는 것은 단 하나 

‘감사’이다.  

 

감사를 남게하라. 예수님처럼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가라. 절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상태는 도움의 양이 

아니다. 도움 자체가 중요하다.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 누구나 어떤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결정적인 상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감사’를 남게 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