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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ke 10: 38 – 42 “제자도의 두가지 모습” 2020 – 12 – 27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경제, 직장, 의료계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육적, 정신적 건강에도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한 통계에 의하면 운동량이 42% 감소하였고, 
fun activities; quality sleep, staying connected 는 32%감소, 새로운 adventures 는36%감소하였다고 
나와있다. 늘어난 것도 있다. Alcohol & cannabis 소비는 19% 증가했고, 흡연도 6% 증가했다. 
24일 liquor store 옆을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이 술을 사려고 100 m 정도 줄을 서 있었다. 
 
늘어난 게 또 있다. 정신 건강을 도와주고 불안,걱정 (anxiety)을 가라앉히고 잠들게 도와주는 
meditation app (Calm, Headspace, Meditopia 등)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 균형잡힌 삶을 
사는 게 중요하다. 펜데믹이 이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럴 때일 수록 자기 몸과 생활을 잘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다. 오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다. 언니인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다. 예수님을 정성껏 섬기고자 하였다. 집 청소도 하고 음식도 만들고 할 일이 많다. 마음이 
급하고 바쁘다. 
 
그런데 뚜껑이 열리는 일이 벌어진다. 자기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돕기는 커녕 예수님 발 앞에 앉아 
아무 일도 안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다. 그 모습을 본 마르다가 열이 났을 것이다. 
본문에 나오는 대화는 점잖게 나오지만 속으로는 ‘아니 뭐 저런 게 다 있어!’라며 동생에게 속으로 
온갖 욕을 했는지도 모른다. 
 
여러분도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는지 모르겠다. 혼자 열나게 일하는데 옆에서 돕지도 
않고 빈둥빈둥 놀고 있으면 화가날만 하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항의한다. 그냥 보고만 있지 
말고 동생더러 언니를 도우라고 말해 달라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뜻밖이다. 
 
그대로 두라. 한가지면 족하다. 마리아가 한 선택은 좋은 선택이다. 그것 가지고 참견하고 신경쓰지 
말라. 그냥 니 할일 해라.이런 대답이 마르다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서운한 대답일 수 있다. 
 
그 뒤의 내용이 나와있지 않으서 그 말을 들은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마르다의 표정이 
어떠했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르다의 선택을 예수님께서 존중하시고 
좋은 선택을 하였다고 칭찬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마르다가 하던 일을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을 나무랐지, 일하고 준비하는 그 자체를 두고 
뭐라하지 않으셨다.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많은 일이 문제다. 많은 일이 아니라 한 가지라는 것이다. 
준비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준비하면서 다른 것까지, 다른 사람까지 혼자 다 걱정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마르다가 하는 일은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다. 문제는 남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마음이 
빼앗기고 집착된 것이다. 삶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 또는 하지 않는 
일까지 너무 걱정하고 참견한다는 것이다. 
 
예수께 청함으로 마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맞다는 것, 마리아가 잘못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기대와 달랐다. 마르다야, 네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이야, 계속 일하고 준비해. 그런데 마리아의 선택을 두고 네가 걱정하고 참견 안해도 된다. 그런 
말을 들은 마르다가 사실 기분 나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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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우리 안에도 마르다같은 성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점수 
메기는데에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 그런데 정작 내 자신을 돌아보는 일에는 소홀하다. 뉴스 
보도를 보면서 정치인을 욕하고, 범죄자를 욕하고, 이런 저런 사람을 비판하고 분노한다. 자녀들이 
하는 행동을 두고 화를 낸다. 남편이 영 못마땅하다. 아내가 왜 저러나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정작 내 자신의 행실과 생각을 돌아보고, 자신은 하나님 앞에 부끄럼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일에 소홀할 수 있다. 정작 내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자기 비판,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내야 한다. 
 
다른 사람 비판하는 대신,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다면 교회가 더욱 영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부모, 아내, 남편, 자녀들이 될 수 있다면 더욱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정죄, 비판, 판단 하는데 에너지를 너무 소모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질식하게 된다. 
 
자신의 삶에 대해, 내 스스로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자가 비판이 있어야 한다. 
“관인엄기”라는 고사성어가 있다. 남에게 관대하고 자신에게 엄격하라는 말이다. 세상은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도 생겼다.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이다. 
 
영적인 사람은 자기 스스로의 삶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돌아보는 자다. 그러나 공동체의 형제와 
자매들은 정죄와 심판의 눈이 아니라, 은혜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자다. 영적인 공동체는 서로를 
세우고, 격려를 나눌 수 있는 공동체다. 
 
이는 물론 죄를 무시하라는 게 아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별 일이 아닌데도 달려들고 비판한다. 
별 일이 아닌 그런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둔하고 더딜 수 있어야 한다. 
 
마르다가  동생을 비판하며 불평을 했을 때, 주님이 이 불평을 듣지 않으셨다. 
그냥 네 할일 하는 것으로 족하다. 마리아의 선택에 대해 이런 저런 말 하지 마라하셨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 제자도의 두가지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마르다는 일과 섬김의 영성을 상징한다. 마리아는 성찰과 묵상의 영성을 상징한다. 
사실 이 두가지가 다 필요하다. 균형잡힌 신앙의 삶은 이 두가지가 아름다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섬김만으로는 않된다. 성찰만으로도 않된다. 이 두가지가 다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가를 논한다면 마리아의 영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기도와 말씀과 묵상과 성찰, QT의 
영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 뒤에야 마르다의 영성이 있을 수 있다. 
 
신앙의 패러독스는 하나님께 가까와 질수록, 사람들과 멀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형제 자매들과 
가까와 지는 것이다. 하나님과 깊어질수록 밖에 있는 자들을 잊어버리게 되는가? 잃은 영혼들을 
망각하게 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 반대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일대일의 깊은 
시간을 가진 것은 백성들에게 다시 내려오기 위함이었다. 그들을 섬기고 이끌기 위함이었다. 
올라감이 있어야 내려감도 있을 수 있다. 들어감이 있어야 나아옴도 있을 수 있다. 
 
예수의 발아래 있지 않으면 고통받고 상처받는 세상에 내어 줄 수 있는 게 없다. 
마리아의 선택을 대처할 수 있는 게 없다. 마리아의 선택뒤에라야 마르다의 선택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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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은 기도로 밤을 보내셨다.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다. 왜 그러셨는가? 가난하고 아픈 
자들, 모여드는 자들을 돕고 섬기기 위함이었다. 테레사 수녀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기도하며 
경건의 시간, 성경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다. 그 뒤에 길로 나가 사역을 시작하였다. 
 
누가 이런 말을 하였다. You should sit in meditation for twenty minutes every day – unless you are too 
busy; then you should sit for an hour.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하였다. “I have so much to do today that 
I’m going to need to spend the first three hours in prayer in order to be able to get it all done.”  
 
우리가 영적이면 영적일수록, 그리스도의 임재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세상과 멀어지는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임재안에 거할수록 우리는 세상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고, 사람들을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 성령님이 지혜를 더해 주신다.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더 잘 알게 되고, 더 깊은 사랑과 상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평안과 아름다움이 있다.  사람들이 이를 보게될 때 거기에 
attraction이 있다. 사도행전 2: 42, 46 – 47을 보자. 초대 교회의 모습이다.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가진 attraction으로 일어나는 결과가 47b에 나와 있다. 
 
자석처럼 끌리는 예수의 아름다움이 있다. 이웃을 돕고, 세상을 돕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삶에 더욱 깊이 가야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세상과 이웃에 내어줄 수 있는 게 없다. 
 
마리아의 영성이 우선될 때,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달라질 것이다. 직장에서의 자세, 
자녀들에게 대하는 자세도 달라질 것이다. 짜증, 화, 싸움, 불만이 아니라, 인내, 이해, 화해, 포용이 
우리의 태도가 될 것이다. 
 
집안 일도 마찬가지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다. 설거지, 청소 등등, 하기 싫다고 생각되는 일을 할 
때에도, 불평하지 않고 싫어하지 않고, 일 안하는 누군가를 생각하며 화내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 
 
마리아의 영성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예수의 발 아래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마리아의 영성이 우선되고 마르다의 영성이 조합을 이룰 때 균형잡히고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 
 
제자도는 이 두가지의 균형잡힌 조화요 조합이다. 기도와 섬김, 묵상과 일함, 듣기와 말하기의 
조화다.마리아의 영성이 부재한 섬김은 지혜와 파워가 결여된다. 짜증과 불만이 드러나기 쉽다. 
 
말해야 할 때가 있고, 들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먼저 들어야 한다. 
행동하고 일해야 할 때가 있고, 잠잠하고 쉬어야 할 때가 있다. 그러나 먼저 잠잠할 수 있어야 한다. 
섬길 때가 있고, 묵상할 때가 있다. 그러나 먼저 묵상해야 한다. 
 
활동하기 전에, 섬기기 전에, 일을 시작하게 전에, 기도와 말씀에 잠겨 있어야 한다. 이 시간을 
희생하면 않된다. 
 
우리 삶 가운데 지금 더 요구되는 것은 마르다의 영성보다 마리아의 영성이다. 
 
사실 지금의 삶은 펜데믹으로 인해 활동하는 시간이 훨씬 줄어들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Meditation app을 깔아놓은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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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우리 삶 가운데, 묵상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는 시간은 늘어났는가?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 
그랬을수도 있지만, 정반대일수도 있다. 
 
펜데믹으로 인해 늘어난 게 또 있다. 
 
Smartphone을 사용하는 양이 전 세계적으로 70%가 늘어났다고 한다. Laptop사용 양은 40%정도 
증가했다. They can be powerful tools for us to go deeper into God, but at the same time they can be 
powerful distractions. 우리는 이런 도구를 하나님과 더욱 가까와지는 수단으로 삼고 있는가? 
아니면 너무나도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아니면 중독된 것처럼 클릭하는 손가락을 그저 
따라가며 귀한 시간들을 허비하고 있는가? 이런 도구들이 얼마든지 우리를 하나님과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 
 
드라마도 보고, 유트브도 보고, 영화도 보라. 다 좋다. 이런 게 나쁘다는게 아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영성이 부재한 삶을 살지는 말라는 것이다. 하나님을 마치 양로원에 홀로 남아서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그런 노인처럼 대하지 말라. 
 
2020년, 남은 이 며칠이 마리아의 영성을 쌓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우리 삶 가운데 2020년을 넘어서서도 신실하게 지속되는 일상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