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여주는 관계
창세기 22:2~10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통 470장)
지난 해, 12월 19일. 모 방송국에서 [탈종교 가속화, 한국인 절반 이상 ’종교 없어요!‘]라는
내용의 기사가 방송된 적이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1985년 통계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
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의 수가 전체인구의 절반을 넘어 섰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유독
눈에 띄었던 것은 한 여대생의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종교를 믿는다고 해서 제 상황이나
고민하는 게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아요.”
1. 필요
임마누엘 칸트에 의하면, ‘필요’라는 것은 ‘어떤 종류의 결핍을 극복하고자 하는 운동의 원
인’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지금 내게 무엇인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 육체적으
로나 정신적으로 어떤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기
본적으로 3가지 요소를 필요로 합니다. 바로, ‘의(衣)・식(食)・주(住)’입니다. 하지만 ‘필요’라
는 것은 적당한 선이 없습니다. 피죽도 먹기 힘든 보릿고개 시절에는 꽁보리밥도 황송 해
할 만큼 필요로 여겼지만, 지금은 건강의 위해 가끔은 먹을지언정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
습니다. 어디 음식뿐이겠습니까? 옷이나 주거 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필요’는 시대와 문화에 따라 변했을 뿐 절대로 어느 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것이 ‘필요’
라는 것의 실체입니다.
-> 요즈음 당신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2. 소중
만일, 결혼식 날 신랑이 결혼 서약서를 이렇게 준비해 와서 읽는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결
혼 서약서. 나 아무개는.. 신부 000양을 아내로 맞아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아버지는 재벌가이고, 당신은 나보다 10살이나 연하이며, 당신의 미모와 몸매는 남들의 부
러움을 사고 있으며, 당신의 학벌은 in 서울, sky 출신이며, 당신의 재테크 능력은 타의 추종
을 불가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내게 너무나 필요한 사람입니다.‘‘ 금수저, 젊음, 외모, 간판(이
력), 경제력. 곰곰이 따져보면, 신랑은 지금 보통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완벽한 사람이라고 신부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그런 신부를 필요로 하고 있으
니.. 눈물 흘리며 감동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아마, 이런 고백(?)에 눈물 흘릴 신부는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아닌 이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얼

마나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지 혹은 그것으로 상대의 필요를 얼마나 잘 채워 줄
수 있는지에 의해 맺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 혹은 사람은 누구이며, 왜 그렇게 여기시나요?
3. 죽여주는 관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느닷없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본문
2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짐을 챙겨 모리아 산으로 향했
고, 번제로 드리기 위해 아들을 향해 칼을 치켜들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자신의 가
문과 기업과 땅을 유지 해 줄 수 있는 적통의 장자였습니다. 달리말해 ‘가장 필요한 존재’였
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 아들이 커가면서 ‘사랑스러워 졌고’ 그 사랑스런 존재는 유일한
‘독자’였습니다. 그러니 이보다 소중한 존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
은 단순히 아들이라는 ‘생물학적 존재’가 아니라, ‘가장 필요하고, 가장 소중 실체’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단순히,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 살인행위를 부추기고 있는 몰지각한 행
위가 아니라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필요와 소중한 것을 죽여(포기)가며 관계를 맺으려 하는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자신의 상황이나 고민의 해결여부
가 아니라 이런 죽여주는 관계로 맺어져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노력했던 일들은 어떤 것이 있었나요?
[금주의 미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당신이 죽여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적어 보세요!

[요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창 22: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