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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찬    송    216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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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 헌 및    말씀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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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소식    행복한 도토리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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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므낫세와 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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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봉독   역대상

말씀선포   김수열 목사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오늘은 주현절 후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나사렛 
설교의 뒷부분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 회당에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시고,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
니라’ 말씀하신 후, 나사렛 사람들은 모두 그 말씀에 놀라워합니다. 그러
나 곧, 예수님이 이 마을 출신이며,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지하게 됩
니다.
  주님은 종의 노래를 읽으시며, 억울하고 눌리며 아픈 이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시고 그것을 이루었다 말씀하셨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을 동의
할 수 없었습니다. 인간이 되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사람들은 
주변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예수님을 규정하고 맙니다.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기에, 예수께 가버나움에서 행했던 그 놀
라운 기적들을 여기서 행해보라 소리치지만, 주님은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거절하십니다. 
  또한 주님은 엘리야와 엘리사 때의 일을 인용하십니다. 과거 선지자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거의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고초를 겪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이해하기보다, 자
신의 이익과 주변의 상황 안에서 해석할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서 이스라엘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기에 보낸 선지자들
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자신의 고향에서 자신이 성육하신 ‘말씀’임을 선
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선지자들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나사렛의 사람들은 주님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은 채, 눈에 보이
는 기적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믿음과 신뢰의 모습이 아니라, 예
수님을 도구로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일을 말씀하시며, 사렙다의 과부
와 아람 사람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관계와 기적이 아니라, 
간절함과 신뢰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고향 사람이라면, 자신들에게 가버나움에서 일
으킨 것보다 많은 것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한, 유대인인 우리가 감히 이방인과 비교될 수 없다고도 생각했을 것
입니다. 그들은 주님을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 떨어뜨려 죽이려 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를 지나서 가십니다.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께서 친히 육신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삶
과 고난,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님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주님을 신뢰치 않고, 배반할지라도 주님은 삶으로 우리 가운데를 
지나가셨습니다. 주님은 원수들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삶으로 우리를 사
랑하시며 당신의 뜻을 전하십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은 이익과 관계, 신뢰와 간절함 중 
어디 쪽에 더 가까운 지요? 우리는 과연 말을 넘어, 삶으로 그 사랑을 
살아가고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