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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오늘은 주현절 후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
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몰려오는 무리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호숫가에 배를 띄우십
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배를 부탁하시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시몬 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은 밤새 고기를 잡지 못해 그물을 씻는 중이었습니다.
  시몬은 자신의 장모를 낫게 해주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내어
줍니다. 주님은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이상한 말씀
을 하십니다. 물고기를 잡는데 전문가였던 이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해 지쳐있는 상태에, 목수였던 이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
기를 잡으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뜻을 따릅니다. 이미 몸
이 무겁고, 손질 중이었던 그물을 다시 손질해야하는 상황 속에서도 주
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잡힌 고기가 
많아 배가 가라앉을 정도여서 동무들을 불러 겨우 뭍으로 나옵니다. 그
리고 베드로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베드로는 훌륭한 선생님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들이 동일하게 고백했던 것처럼 두려
워하며,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을 떠나시길 고백합니다.   
  베드로 뿐 아니라, 그를 도왔던 세베대의 아들들 역시 동일한 두려움
과 놀람에 휩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모두에게 따스하게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물고기를 잡아 죽음에 이르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제자들로 부르십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두고 주님을 따
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힌 물고기에 
집중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동무들은 단순히 만선의 
모습에 시선을 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고 자신들의 삶을 새롭게 
제시해주신 주님과 그 말씀을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은 특별한 장소, 특별한 만남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신 것이 
아닙니다. 매일 일하던 일상 속에서 베드로와 그 동무들을 만나시고, 함
께 시간을 보내십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한 것은 주님의 자리를 내어드
리고, 그의 말씀을 경청하며 순종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현재를 바라봅시다.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무엇
을 듣고 보며,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요? 우리의 일상에 우리를 부르
시는 주님의 자리가 있는지요? 나는 내 뜻에 힘을 주고 내 가치관대로 
살아가며, 과연 주님은 어디계신가 물으며 절망하진 않는지요?
  우리는 무엇에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살아가는지요? 세상의 소리, 세
상의 방법인지요?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 은혜의 현현 앞인지요? 나는 나를 부르신 주님의 은혜 앞에 생명을 
나누는 삶, 주를 따르는 삶의 순간이 있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