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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오늘은 주현절 후 여섯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평
지에서 설교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말씀
과 같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메시아의 모습
을 상징합니다. 누가 역시 마태와 같이 지리적인 위치를 신학적으로 사
용합니다. 예수께서 사람들과 함께 세례를 받으셨던 것 같이(3:21), 예수
께서는 주님을 보기 위해 모인 모두와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십
니다. 
  마태복음의 팔복에 관한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는 네 가지 복과 네 가
지 화에 관한 선언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심령이 가난한’
이란 표현보다 직설적입니다. 사회와 신앙 모두에서 가난한 것을 이야기
하지요. 그리고 그 대상을 너희라는 이인칭을 씀으로서 더 직접적인 선
언의 참여자로 초청하십니다. 또한 현재형과 ‘지금’이라는 단어를 쓰심으
로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와, 완료되지 않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유언에서 과거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복과 저주의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신11장).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인간의 행위로 가늠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군가의 행위로부터 얻어질 미래의 
복이 아니라, 현재 이미 시작된 복을 선언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말
씀을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육신으로 오신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이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습니다. 그 부족함을 알기에 
하나님을 향해 눈을 돌릴 수 있고, 우리 곁에 나와 같은 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눈과 귀를 돌린 자만이 하나님의 평화를 깨달
을 수 있고,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이만이 서로의 위로가 될 수 있
습니다.    
  비록 세상 힘의 논리와 너무 다른 이런 삶이 세상에서 부정당하더라
도, 우리는 그 현실 앞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미 과거 선
지자들이 겪었던 일이며,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에서 미련하게 불리며 부정당하는 우리 존재를 주님께서 친히 삶으로 우
리와 같이 사심으로 긍정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 필요에 대한 갈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
리 존재에 대한 갈급함.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것에 대한 의지와 고
민 그리고 몸부림에 관한 것입니다. 내 필요가 채워질 때는 잊고 살다가 
내가 부족할 때 주께 나오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무엇이 사람다운 것
인가? 근원적인 것에 대한 갈급함이며, 그 해답은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과거 평지에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각
자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