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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은 주님의 수세 주일입니다. 주님의 수세 주일은 성탄 주기의 마지
막이자, 주현 절기의 시작으로 이어지는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세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림절기의 본문과 이어
지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생각했던 이들에
게 요한은 자신이 아닌, 다른 분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은 단순히 회개를 
위한 정결예식으로서 ‘세례’를 주었지만,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 나오는 성령과 불은 바람과 불과 같은 의미입니다. 타작마당에 바
람이 불면 쭉정이는 날아가고 알곡만 떨어집니다. 날아간 쭉정이를 모아 
불에 태우게 되는데, 주님께서 오시면 그 삶과 말씀을 통해 그를 따르는 
이들과 쭉정이들이 나뉠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본문은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누가
복음은 나머지 세 복음서와 다른 내용으로 주님의 세례를 전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 그리고 예수님의 세례를 집중하
여 소개하지만, 누가복음에는 세례자가 누구인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예수님과 함께 세례를 받은 
것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
늘에서 비둘기의 형체로 성령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고대 언어로서 이 세례 본문의 내용은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
이 강림하며, 하늘에서 소리가 나는 것은 왕의 대관식과 함께 새로운 시대
가 시작됨을 말합니다. 
  덧붙여 앞서 누가복음에서만 기록된 특징들과 함께 이 내용을 보면 누
가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뚜렷해집니다. 누가는 자신의 복음서와 사도
행전을 통해 성령의 사역과, 예수님의 기도를 중요하게 다룹니다. 주님은 
늘 중요한 순간, 기도하시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십니다. 그것은 제자들 역
시 동일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제자들이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하십니다. 
  역사적으로 주님의 세례 장면은 많은 논란을 만들어왔습니다. 성자 하나
님께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있는가의 논쟁은 기독론 논쟁의 한 부분이기
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주님의 세례를 ‘백성들과 함께’ 받은 것으로 
기록함으로서 성육신적 삶, 그리스도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야기
합니다. 
  주님의 우리의 길을 가르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
셨다는 말은, 그렇기에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인간의 
모습이 되셨거나, 우리를 위해 잠시 모델이 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
닙니다. 인간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와 같이 없고, 비참하며, 살기 위해 매순
간을 발버둥치는 그 모습 그대로 오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파하시고, 슬
퍼하시고, 두려워하며, 인간의 모든 희노애락을 공감하신 인간이 되신 하나
님을 뜻합니다. 그런 성자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또한 만약 우리 삶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공감하며 함께 하고 기도한다
면, 주님은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시고 사랑한다 말씀하실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