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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이 이끄신다 / 요한복음 20:19-29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통 444장)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낙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믿음이 흐
릿해지고 믿음과 회의감에 젖어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는 내버려두지 않으
십니다. 두려움에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오신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며, 찾아와 기쁨을 회복
시켜 주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1. 먼저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빈 무덤의 증거를 보았을 뿐만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뵈었다
는 증언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보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저 유대인들이 두
려워 문을 잠그고 숨어있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잠겨
있는 문이 제자들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람이라면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한 제자
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찾지 않는 제자들에게 섭섭한 마음이 들어 만나고 싶지 않을 텐데, 예수님
께서는 먼저 제자들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 찾지 않아도, 예수님은 우리
를 떠나시지 않고 늘 먼저 다가와 주십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
니다.
* 지은 죄가 많아도 먼저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2.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되게 하십니다
한 때는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을 환영했던 유대인들이 한 순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으라 외치
며 조롱하는 것을 보고 제자들은 두려워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도굴꾼으로 몰리게 될까
무섭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 평강을 빌어 주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
자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위협은 조금도 감해진 것이 없는 동일
한 상황이었지만, 승리하신 예수님으로 인해 오히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야 비로소 마음을 놓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새 사명을 받고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 상황과 관계없이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 누리길 원하십니까?
3. 의심을 떨치고 온전한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위의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동료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손의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고 옆구
리의 창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환영이 아닌, 진정 부활하신 예수님임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도마의 의심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뒤에 다시 나타나셨을 때 인사를 나누
신 후 곧바로 도마에게 손을 내밀어 손과 옆구리를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의심한다고 실망하여 내
치신 것이 아니라, 도마의 수준에 맞추어 만져보고 믿을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도
마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 외치며 그 어떤 제자들도 하지 못했던 수준 높은 신앙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하여 현재의 모습만 보고 성급히 판단하지 말아야할
것은 예수님께서 의심을 떨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 의심하는 자도 믿는 자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금주의 미션]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발견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