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식과 열정<눅8:22-25, 요6:16-21>
*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반기독교 반교회 문화가 팽배한 요즈음 기독교인을 향해 비난과
비판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많이 힘든 시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성도들이 반성
하고 회개할 것도 많지만 사단이 그 기회를 포착하여 확대 해석으로 오해와 여론화를 만들어
완전히 짓밟으려 하는 것도 있음을 알아서 비난과 비판과 조롱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이 필요
함과 교회의 본질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풍랑 이는 바다
에서의 모습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 하신 후 배를 타시고 가시던 중 풍랑을 만나
자 제자들이 두려움에 깊은 잠을 주무시는 주님을 탓하며 깨우자 주님께서 광풍을 잠재우시는
모습에 제자들이 놀라는 모습(누가복음8:22-27)과 오병이어 기적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
시는데 바다 가운데서 만난 풍랑으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요한복음6:16-21)의 두 모습이 있는데 오늘은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집중해서 들으시고 우리 현실의 정답과 현실 속에 있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1) 풍랑 중에 주무시는 주님의 평강과 안식의 믿음, 제자들의 두려움과 공포(8:22-24상)
예수님은 제자들과 배에 타시자마자 배 뒤편에서 잠이 드셨는데 광풍이 불어 배가 위태한 지
경이 되어 제자들이 두려워합니다. 갈릴리바다는 원래 호수인데 지형의 특성 상 바람이 불면
바다의 파도처럼 물결이 높이 솟구쳐 조그만 배는 전복의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
수님은 편안하게 주무시는데 이것은 열정적 헌신으로 육체적으로 피곤하시기도 하셨지만 열정
과 안식과 비젼과 사명과 죽음과 사명을 아시는 영적인 사람이셨기 때문이지만 제자들은 위험
한 광풍에 주무시는 예수님이 원망스럽고 속이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제자
들이 예수님을 불렀던 <주여 주여>는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믿어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야 하는 감독자 즉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버리고 댓가와 희생을 치르며 따랐는데 이
렇게 여기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면 안 된다는 의미로 부른 것입니다. 잠을 깨신 주님은 광풍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시는데 제자들이 깨우지 않았어도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을 것이
지만 제자들은 두려움에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운 것입니다. 사람의 신뢰와 존경, 의지와
노력에는 한계가 있어서 믿음으로 가야 그 한계와 신앙심이 늘어납니다. 믿음을 동원하여 참
는 것이 인내요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믿기에 연단으로 내가 다듬어져 영혼이 맑아지면 하나
님과 승리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데 성령님이 그 소망에 대하여 받아 본 자만 누릴 수 있는 기
쁨과 평안과 안식을 주십니다. 그러기에 재자들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꾸짖어 잠
잠하게 하신 바람과 바다와 물결은 하나님의 한 번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지만 타락한 인
간은 선택권이 있기에 순종도 하지만 대들고 반항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마지막 날 심판이
있습니다.
2)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24하-25)
제자들은 광풍을 두려워하는 것 보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주님을 보고 선지자나 랍비가 아
닌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고 더 두려워합니다. 풍랑과 환난과 고난이 올 때 믿음의 본질과
본색이 드러나고 하나님을 알고 신뢰하는 것만큼 평강과 안식을 누립니다. 여러분이 믿는 하
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환난과 고난과 비난과 비판 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것을 믿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과 예배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는 큰 믿음을 가져 주님이 주시는 평강
과 안식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라고 하시지 않고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시에 빌립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먹일 떡을 <어디서 사느냐>고 묻자 엉뚱한 대답을 하고 안드레는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가 있다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물고기와 보리떡이 없어도 주님은 많
은 사람을 굶기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한다는 착각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라고 물으신 이유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먹었지만 이것은
하늘에서 온 만나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영적인 세계에서 모든 인류의 영
혼을 구원하시는 것처럼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이며 네
믿음이 하나님에게 있느냐 하나님과 하나 된 것에 있느냐 아니면 네가 출세하기 위해 믿어야
할 대상자로 보느냐로 믿음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고기를 잡지 못하는 베
드로에게도 깊은 곳(누가복음5장) 오른쪽으로(요한복음21장) 그물을 내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는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그 십자가에 감격하여 주님과 함께 내 자아가 죽어 인격과
성품이 바꾸어져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부활의 신앙으로 나를
위해 돌아가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갈라디아서2:20) 하나님과 예
수님과 성령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안에 있는 하나 된 큰 비밀을 가질
때 두려움이 없어지고 주님께서 보호하심을 알기에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가정과 교회가 하
나 됩니다. 힘들고 어렵고 답답해도 환경과 상황보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크고 가득
차게 보셔서 주님의 평강과 안식을 누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