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김수열 목사

신앙고백    사도신경을 다함께

찬    양    내 영혼의 찬양

대표기도    안기덕 집사

성경봉독    요 2:1-11 (신약성경 143-144면)

축복기도    다함께

말씀선포    김수열 목사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찬    송    430장

봉 헌 및    말씀에 대한 
공동체기도      응답으로
마을소식    행복한 도토리마을

찬    양    84장 2절

축    도    다함께

찬    양   내 영혼의 찬양

성경봉독   왕하 17:1-41

말씀선포   김수열 목사

제    목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 사람”

찬    양   내 영혼의 찬양

성경봉독   열왕기하

말씀선포   김수열 목사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오늘은 주현절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의 가나 혼
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은 공관복음(마태, 마가, 누가)과는 성격이 다른 복음서입니다. 
공관복음이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그 분이 성육하신 성자 하나님임을 드
러낸다면, 요한복음은 오늘 본문의 이야기로 시작하여 12장까지 일곱 가지
의 표적을 다루면서 그 표적들이 의미하는 바를 통해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사건인 
동시에 일곱 가지 표적 중 첫 번째 표적 사건입니다. 이 이야기는 요한복
음 1장부터 설명되어지는 빛으로 오신 하나님, 성령 세례를 베푸는 분, 하
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하늘과 땅
이 맞닿는 순간’에 대한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표적과, 가나에서 이뤄지는 두 번째 표적(4장)까지
의 내용들은 기존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율
법과, 성전, 그리고 존재에 대해 재해석 합니다. 보통 혼인잔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관계를 상징합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생겨난 시
기부터는 이 혼인잔치는 메시아의 혼인잔치로 발전되지요. 하나님과 이스
라엘 사이의 언약은 바로 율법을 통해 맺어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주님께서는 손을 씻는 물이 담긴 
항아리를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물은 바로 앞서 말한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정결례를 상징합니다. 그 항아리 숫자는 바로 6개. 불완전함
을 뜻하지요. 손을 씻고 정결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옛 율법
을 넘어, 초청받은 이라면 누구나 마실 수 있는 포도주는 곧 주님의 은혜
요, 주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표적이 됩니다. 
  주현절,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다시금 이 본문을 묵상해봅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부탁을 들으셨지만, 아
직 때가 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혼인잔치에 떨어진 포도주
를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혹은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와 다른 
개인적인 일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기쁨이 넘쳐야할 혼
인잔치가 절망이 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성육하심과 현현(顯現)하심은, 어떤 고귀한 영광만을 나타내기 위
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은 온전히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귀 기울이
십니다. 마리아의 부탁은 곧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의 기도와 같습니다.  
  혼인잔치에서 마리아와 제자들 그리고 몇몇의 하인들 외에 이 일을 아
는 이가 없고, 대부분은 사람들은 연회장의 반응처럼 아무렇지 않게 혼인
잔치의 기쁨을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 주님께서 그 곳에 계셨기에 
그 기쁨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그렇습니다. 우리가 온전
히 깨닫지 못했지만, 주님은 우리 삶의 전부를 위해 오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던 것처럼, 우리 삶을 
위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요? 우리는 
주님의 현현(드러내심)을,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