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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실로암 망대사건과 
무화과나무 비유 이야기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에서 주님은 어떤 이들로 질문
을 하나 받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빌라도에 의해 
살해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역시도 같은 여정으로 예루
살렘에 가는 도중이었기에 이 질문은 혹 걱정과 염려가 있는 내용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나, 참혹한 일들은 모두 죄 
때문이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벌로 이해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러한 것들은 죄로 인한 것이 아님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예루살렘 여
정이나 고난과 죽음 역시 죄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사건이 될 것
입니다.
  주님은 성육신하신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러한 억울한 일을 겪은 이들
과, 사회적 빈곤에 처한 사람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던 이들에게 ‘죄 
없음’과 ‘하나님 나라로의 초대 : 구원’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고유한 내용으로, 저자 누가는 이 
내용을 통해서 복음은 죄를 회개하고, 또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삶(용서)
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실로암 망대사건을 다른 예로 말씀하시면서 회개하지 않은 똑
같이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은 삶의 행위로 누
군가와 비교된 의를 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부족한 존재임을 전하십니다. 
  그 예로 무화과나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
무를 삼년이나 기다려줬음에도 열매 맺지 못하자, 주인은 그 무화과나무
를 베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포도원 지기는 얼마간의 시간을 두고 거
름을 주고 신경을 쓰겠다 말하며 유예를 청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
매 맺지 못한다면 찍어내길 간청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창세 이후 계속된 하나님의 은혜
에 대한 마지막 유예이십니다. 주님은 심판 때의 긴급함과 엄중함 속에
서도 자신을 바쳐 그 은혜를 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를 바라봅시다. 사순절의 시간동안 우리의 종교적인 고행
과 거룩함은 진실로 무엇을 위해 있는지요? 우리 삶 속에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남의 고통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위안과 의를 느끼고 있지
는 않은지요? 
  진정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를 생각
하시며, 은총의 호의를 전하시기 위해 친히 이 땅에 오신 주님을 향한 
마음이 아닐까요?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과연 ‘당신의 사랑, 이 목숨보다 소중하기에 
이 입술로 당신을 찬양하리이다(공동번역 시63:3).’ 라고 주께 은혜의 응
답을 삶으로 고백하고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