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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ation 22

잃어버린 수많은 백성들과 마주치는 예수님

본문

누가복음 15:1-10

예수님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에 대한 사랑을 여기에서
보여주시고 계신다. 예수님은 그들과 안전한 거리를 두시는 대신에,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으로
가까이 다가가신다. 한편,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가장 의로운자로 칭함 받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두 가지의 비유로 응하고 계신다. 예수님의 성품과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몇가지 배워 보도록 하자.

생각하기

예수님은 잃어 버린 자를 찾으시고, 죄인의 회개를 기뻐하신다  나는 디즈니 월드로 우리 가족이 여행을 갔었을때, 그
어느곳에서도 우리 가족을 볼 수 없었던 생각이 났다. 나는 길을 잃고 가족들과 헤어진 것이다! 나는 점점 더
멀리방황하며 헤매일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이 아주 중요하였다. 내 눈에는 눈물이 가득고인채로 난 우선은, “나는
길을 잃었어요. 날 좀 도와 주세요!” 라고 외쳤다. 마침내, 나의 아버지는 모든 소리 가운데,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에게
뛰어 오셨다. 회개는 마치 도와 달라고 하는 나의 외침과 같다. 우리는 죄인 (잃어버린 사람) 인 것과, 예수님 이외에는
소망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을 책망하신다  종교 지도자들 역시도 잃어 버린 사람들이다 (롬 3:23).
문제는, 자신들은 잃어버린 자들인 줄을 모른다는 것이고, 이것이 더 위험한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나쁜
상태라는 것을 볼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은 도움이 필요치 않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도움을
구하지 않는다. “당신은 도움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당신은 도움이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이 아주 중요한 것이다. 가장 좋은 소식은,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눅
19:10) 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다.

적용
기도

• 당신은 언제, 어떻게 이 본문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확인할수
있겠는가?
• 당신이 잃어버린 자라는 것을 깨닫는 다는 것은 어떤 모양인가?
• 만약 당신이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도와 달라고 외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
다면, 오늘 어떠한 것들이 달라 질수 있겠는가?
아버지, 저는 잃어버린 자 이고, 얼마나 예수님이 필요한 자인지 보여 주옵소서. 내 자신이 선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나의 회개의 외침을 기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게 하옵시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은 항상 좋은 것임을 믿게 하옵소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이 힘 되심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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