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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룩하라’인가 ‘거룩하게 행하라’인가? - 사랑과 성결이 있는 결혼
-그레타 마브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 에베소서
1:4
성결은 사랑 안에 근거하지 않으면 참된
성결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식적이며 가혹하고 종교적이 됩니다.
높아져 도달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주님께서 연합으로 부르시는 초대이기도 합니다. 참된 사랑은 사랑하는
그분과 같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주님, 저는 주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싶습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의 성결이 (제 안에서) 주님을 보여주는
것이기를 원합니다.

성결이 없는 사랑은 육적이고 세상적입니다. 사랑 없는 성결은 거만하고 형식적입니다.
사랑과 성결은 통합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구별하는 것은 마음이지, 우리가
걸치는 외적인 것들이나 우리가 (마음이 아니라 정신으로) 따르는 규범이 아닙니다.

성결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단지 열정과 능력이 흘러나오는 것을
가로막는,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목록에 불과한 외적인 종교가 됩니다. 성결의

목적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결은 하나님과의 연합을 위해 준비함에
순결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랑과 순전하게 연합하기를 열망하는 신부의
열망입니다.

성결은 사랑에 의해 불 붙여지고 사랑은 성결에 의해 정화되고 완전해집니다.
사랑을 성결로부터 분리해내거나 성결을 사랑에서 분리해내는 것은 우리의 결혼, 가족,
교회에 위험합니다. 거룩이 없이 기독교인의 결혼 안에서 표현된 사랑은 그냥 세상과
같아질 것입니다. 예슈아께서 부부 침상에서 제거되면, 그 침상은 더럽혀질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결혼은 열정에 있어서도 순결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나타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것은 모든 기독교인의 결혼을 그리스도가 없는 세상의
결혼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침상을 포함하여 결혼의 모든
부분에 계셔야 합니다.

성결을 사랑에서 분리해낸 것은 교회 안에서 결별과 이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결혼(침상)에 사랑 없는 성결은 열정이 불타오르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성결 없는
사랑은 순결이 흘러나오지 못하게 가로막습니다. 둘 중 어느 것이든, 연합은 형식적이고
기계적인 행동으로 축소될 것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 에베소서 5:2529
남자가 그의 아내를 사랑할 때 그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는 아내가 자기의
육체이기 때문에 아내를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슈아께서 자신을

사랑하시듯이 그분의 신부이며 교회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 에베소서 5:32

예슈아께서는 우리가 거룩하게 행해야 한다가 아니라,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우리와 그분의 연합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결되어 있기에
거룩합니다. “거룩하게 행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규범을 따르는 노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해지기 위해 우리 자신에게 의존하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는 것에
의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통해 주님께서 거룩함 같이 거룩해지기에
헌신되면, 우리는 거룩하게 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무엇을 보러 오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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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트가 아셰르 인트레이터 목사님과 함께
어떻게 이스라엘 땅에 대한 참된 사랑과
이해에 이르게 되었는지 나눕니다.

여기에서 시청해 보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