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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오늘은 주현절 후 일곱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 
예수님의 평지 설교 중 원수와 이웃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에서 해당 부분은 보복과 원수 사랑의 명제 안에서 다뤄집니
다. 율법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주님께서 재해석하시며 당시 통용되
던 이해를 넘어서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의 내용이라면, 누가복음은 성
자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오신 것같이 그들 역시 예수의 뜻 가운데
로 오길 바라시며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비꼬거나 불의에 항거하며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마태복음과 달리, 누가복음은 모든 것을 포용하며 이해
하고 사랑하고 헤아려주는 것 같은 부드러운 내용 같기도 합니다. 그렇
기에 누가복음의 원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읽다보면, 현실과 너무 동
떨어져서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오신 것처럼, 주님께서 당시 회개를 
원했던 많은 이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의 뜻에 조금이라도 
합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그 곳에서 세례를 함께 받으신 것처럼, 위대한 
선생님처럼 멀리 떨어지고 높은 곳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우리의 필요
를 들으시고 고치시며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와 같이 되셨음을 
생각해본다면 하나님의 자비, 그 사랑과 은혜는 감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라 부르게 해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 앞에 우리는 한없이 낮아지고 겸손하여져서 조금이라도 하
나님의 뜻을, 인간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응답한다면 
오늘 말씀은 달리 느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병행본문 창세기는 요셉의 고백이 나옵니다. 혼자 색동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은 그 형제들의 미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
다. 그러나 긴 시간 동안 그런 그와 함께 해주신 것은 하나님이시며, 자
신이 어릴 적 말한 것처럼 자신과 형제들이 다르고 그들이 자신을 섬길 
것이라는 미래는 큰 착각임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뛰어나고 대단해서 하
나님은 그를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그만 사랑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족 모두를 사랑하셔서 요셉을 
선택하셨고, 고난의 기간 동안 요셉은 바로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요셉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께
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가 당신을 닮길 원하십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길일지 모르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요셉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듯, 
우리도 오롯이 당신의 뜻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과 나는 이해할 
수 없으나, 주님은 우리를 응원하실 것입니다. 
  병행본문 고린도전서를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과거 모습이 죽어야 부
활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주께서 부활의 몸을 보이셨듯이, 우리도 주님
을 따라 새로운 존재가 되길 소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 자신을 우
리에게 드러내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