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 마태복음 18:21-35
제목: 반석으로 완성되는 베드로
21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23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24 결산할 때에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25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6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28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29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30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31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32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33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35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한 마디로 주님이 겪은 수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입니
다.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Lent)는 원래 ‘봄’이란 뜻을 품고 있습니다. 사순절에서
40이란 수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심, 40일간 시내산에서의
모세의 금식,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 예수님의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40일
등과 같이 성경에 여러 번 고난과 갱신의 상징적 기간으로 등장합니다.
사순절에 행하여진 의식들을 소개합니다. 첫째, 종려나무의 재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이 일이 사순절이 시작되는 재의 수요일 (Ash Wednesday)에 행하여
졌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속의 죽음으로 이끌었던 인간의 죄에 대한 참회의 표시로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습니다. 한국 성도들에게는 재의 수요일이 낯설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재작년에 미국 공중파 방송의 앵커가 이마에 검은 십자가를 그린 채 등장하자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둘째, 금식은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관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구속 사역을 기리고,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로서의 거룩과 순종의
삶을 소망하며, 초대교회부터 성도들은 금식을 했습니다. 셋째, 성도들은 구제와
선행 베풀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더불어 우리의 가난한 이웃의 고통에
연대하며, 그들의 배고픔과 가난을 생각하며, 구제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순절은 어떤 의미로 해석되어야 할까요? 광야에서 예수님은 40
일간 시험을 당하시고, 말씀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영적 승리
를 얻는 성도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광야시험 이후에, 예수님은 비로서 천국복음
을 선포하셨습니다 (마 4:17). 우리 교회가 복음을 새롭게 증언하길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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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일조 헌금 : $ 1,570.00
김혜남 윤현희 이경희 이복자 이애경 장영애 정연화 장종순 최기환
무명
감사 헌금 : $310.00
김용래 문현욱 이복자 이애경 장영애 전인애 무명 #청소년

주일 헌금 : $ 790.00
김선중 김현남 박소영 박주영 이경노 이선애 이선화 이승재 이옥주
이웅일 최민호 황기자 Anne Park 현주 Cooper
계절 헌금 : $

선교 헌금 : $ 50.00
이복자

청소년부 : $ 47.00

주일학교 : $ 2.00

건축 헌금: $

총헌금합계 :
$2,76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