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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그치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은 산상변모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산상 변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산상변모는 주현절기와 사순절기 사이에 
있습니다.  
  주님의 변모는 공관복음인 마태와 마가 그리고 누가 모두에 기록
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마태와 마가와는 조금 다른 강조
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가셨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마가와 마태와는 달리, 누가만이 모세 그리고 엘리야와 함께 나눈 대
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대화내용은 바로 주님의 별세에 관한 것입니다. 누가는 주님의 
변모사건을 주님의 별세와 연관된 감람산의 복선처럼 소개하고 있습
니다. 감람산 역시도 밤이었으며, 예수께서는 죽음을 준비하시기 위
해 기도하러 가셨고, 거기서도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흔히 모세를 율법, 엘리야를 선지자들 중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주
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그 분이십니다. 또한 마지막 
때에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인도하실 이(신18:15)이시며, 엘리야가 있
음으로 여호와의 날에 위임된 메시야이십니다. 모세는 죽었으나 그 
무덤을 찾을 수 없던 이였고, 엘리야는 죽지 않고 들려올라간 이였습
니다. 주님은 죽으시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분이지요.
  누가는 엘리야 그리고 모세와 함께 ‘별세’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는
데 이 별세란 단어로 번역된 말의 원어는 ‘엑소더스’입니다. 마치 이 
영광스러운 변모의 모습이 오늘 출애굽기 병행본문처럼 이스라엘 사
람들이 경험했던 시내 산의 영광과 흡사하지요. 모세는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지만, 주님은 친히 자신
의 떠남(죽음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출발과 해방(구
원)을 몸소 보이십니다.
  우리는 이 영광스러운 변모사건을 과학적으로나 이성적으로 설명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영광 혹은 신비로 받아들일 일이지요. 잠에
서 깨어 횡설수설하던 제자들처럼 우리는 주님의 현현 앞에 놀라워
하면서도 그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만, 주님께서 당신의 사심을 통해 그토록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심
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낮추시고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임을, 우리로 그와 같은 형상으로 영광중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고후3:18).  
  우리는 주님의 드러나심과, 주님의 고난 사이에서 무엇을 보고 있
는지요? 주현절과 사순절 사이에서 진정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는지
요? 성육하신 하나님의 삶과 말씀, 죽음과 부활이 과연 우리에게 어
떠한 의미인지 고민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