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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ation 08

의심 있는 자들을 위한 은혜

본문

요한복음 20:24-29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가장 깊은 말씀은 아니다.
하지만, 그 말씀의 문맥에서 복음에 대해서 얼마만큼 말씀하는지 알 수 있다. 앞의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은 그의 부활 후에 자신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신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도마는 그곳에 있지 않았다. 제자들이 도마에게 자신들이 그리스도를 본 것에 대해서 차례로
이야기를 했었을때, 도마는 그들이 하는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손의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25절).

생각하기

역사적으로, 교회는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다. 예수님이, 집 안으로
들어오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지어다” 라고 하셨다. 부끄러움을 주시지 않았다. “도마야,
너는 실패자야!” 라고 하시거나, “도마야, 네가 어떻게 그럴수가 있니?” 라고 하시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평강을
그에게 주시고, 도마의 필요를 채워 주셨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상처를 만지게
하셨다.
첫째로,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의 반응에 주목해야 한다. 그리스도는 의심이 있는 자를 향해서 움직이신다.
주님은 그에게 평강과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도마가 과연 이러한 주님의 반응을 받기에 합당한 자 였던가?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에게 몇번이나 자신의 죽음 이후에 부활하실것에 대해서 말씀 하셨음을 상기해야 한다. 도마는 여러
방면에서 실패 하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의 실패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그를 돌보고 계시는 것이다.
이 장면은 복음의 역동적인 면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죄 가운데에서 실패를 거듭한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서
여전히 다가 오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
• 이 세상과 교회는 일반적으로 도마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긍정적으로 아니면,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가? 이것은 합당한 것인가? 예수님도 도마를 그렇게 묘사했는가?

적용
기도

• 당신은 삶 속에서 어떠한 의심을 가지고 있는가? 그러한 의심속에서 당신은 편안함이나 아니면
부끄러움을 느끼는가?
• 복음이란 무엇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를 경험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하나님의 반응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가?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우리의 의심과 실패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갈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심과 실패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갈수
있도록 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용할수 없는 은혜와 긍휼을 온전히 신뢰할수 있기를 기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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