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39: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답 39: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은 그 나타내 보이신 뜻을 복종하는 것이다.
성경적 근거: 신명기 29:29; 미가 6:8; 사무엘상 15:22; 누가복음 10:28
질문 1: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심이 있는 것인가?
질문 2: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인가? 어떻게 보이신 것인가?
질문 3: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있는 것인가?
질문 4: 하나님을 향한 사람의 본분은 무엇인가?
질문 5: 하나님을 복종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질문 6: 왜 하나님의 뜻을 복종해야 하는가?
설명: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구원은 무엇보다 관계의
회복 또는 재형성, 재창조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주시는데, 이 과정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이다. 그러나 구원의 관계안에
있는 우리에게 많은 요구를 하고 계시는데 관계는 서로가 요구의 대상이 됨으로 성립되는 것이다.
이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의 행위와 전혀 무관하게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믿음의 증거를 반드시 나타내게 되어 있으며 믿음이 있음과
성장을 뒷바침하는 행위가 뒤 따라야하며 요구되는 것이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전에는
영적인것에 대해 완전히 죽어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행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영적죽음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통해 새 생명을 얻게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행하기를 원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형성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증명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요구하심을 사람에게 늘 나타내셨다. 하나님은 창조와 창조물을 통해 말씀을
하시기도 하시며, 자신의 요구를 직접 자신의 음성을 통해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기도
했으며, 선지자들, 왕들, 제사장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했으며, 글을 바위에 세겨 말씀하시기도
했으며, 예수 그리스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스스로가 사람들에게 나타내셔야만 사람이 알 수
있다는 사실이다. 하나님이 나타내지 않으시면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다.
하나님은 절대자이시며 조물주가 되신다.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절대자 앞에서는 반문할
수 없는 것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복종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죄 가운데서
구원을 얻지 못한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구원을 얻었지만 죄성을 지닌 육체를 지닌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의 말씀데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보취급하고 있기에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종하지 않고 또 복종하기를 싫어한다 할지라도 절대자와 조물주의
위치와 위엄은 다른 어떤 이유가 없어도 우리의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구이길래 하나님을 과연 불복종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가지이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다. 순종이 최고의 제사인
것이다.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제사은 원치아니하신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다.

순종이 얼마나 힘든것인가? 순종은 예배드리는것 보다 더 힘들다는 것이다. 우리의 예배는
순종적 예배가 되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복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한다. 복종이란
제대로 알고 하는 것을 말한다. 실수적은 복종은 없다. 또한 하나님이 내게 누구라는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복종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복종과 사랑을 연결시키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복종은 반드시 부담이 가게
마련이다. 부담없는 복종은 맹목적인 복종이다. 복종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무엇인가 댓가를
치르는 복종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댓가를 치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복종하려 할때에
진정한 복종이 되는 것이다. 이런 복종이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지는 산제사가 되며 예배가
되는 것이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복종해야 되는 것인가? 첫째, 하나님의 명령이다. 둘째, 복종이 우리를
살린다. 셋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표이다. 넷째, 복을 받고 상급을 받는다. 다섯째, 영적 힘과
권위가 있어진다. 여섯째, 복종이 복종을 낳는다. 일곱째, 복종은 나에게 여유로움을 준다. 여덜째,
복종의 모습은 누가봐도 아름다운 것이다. 아홉째, 복종은 하나님을 기쁘시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