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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요한 자는 더 부요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하게 된다는 “부익부 빈익빈(富益富 貧益貧)”의 

논리는 지난 1968년 로버트 킹 머튼이라는 학자가 쓴 [과학사회학]라는 책에서 마태효과(The 

Matthew Effect)라는 이름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이론은 부정적인 것이 아니지만, 의미적으로 

보면,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없어보이는 사회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기에,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로버트 킹 머튼이 이 이론을 제기할 때, 마태효과라고 한 것은 

마태복음 25장 29절(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에 

근거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부정적인 이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8장 16~17절에서, 제자들이 특별하신 예수님의 택함을 받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었고, 하나님나라의 비밀 곧,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존재가 

되었으니, 그 귀한 생명의 비밀을 삶의 여정 속에서 나타냄으로써,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길잡이빛이 되어야한다는 제자들의 의무 내지는 

역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당위적 역할을 귀담아 듣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큰 숙제이며 부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8절에서 그들을 소위 마태효과로 위로하셨던 

것이지요. 즉, 제자들에게 부익부 곧, “더 부요하게 된다”는 말씀은 예수님 안에서 받은 “구원”이 

이미 “부요함”인데, 그 부요함이 더욱 더 큰 부요함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서 누리게 될 상급과 위로 등등을 동반한 시간에서 제자들이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천국에서의 상급과 위로는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가 원래 

죄로 인하여 가난한 자였음에 대해 기억하면서 그 가난한(불가능한) 자를 부요한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러한 부요함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길잡이빛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마지막순간까지 인도하신다는 사실 위에서 우리가 

다시 한 번 힘을 얻고 그 길잡이빛의 걸음을 힘들지만, 괴롭지만, 억울하지만 묵묵히 그리고 

쉼없이 걸어가시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갈전히 소망합니다! 

❖ 함께 나눌 소식 

a.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코를 완전히 덮는 마스크착용”과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해 주셔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 여전히, 코로나확진자가 하루 평균 5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더 

조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태도임을 기억합시다! 

c. 병약하신 분들과 연로하신 분들을 위해 계속해서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d. 담임목사 내외는 지난 화요일(4월 20일)부로 코로나백신접종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이제 조금더 편안하게 성도님들을 만나뵐 수 있게 되었습니다. 

e. 예배 후 친교가 루디아 선교회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친교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온장로교회 당회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