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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을 쫓아내다

23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

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

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24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

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

라 25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

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삼

년 육 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

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26엘

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

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

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27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환자

가 있었으되 그중의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

리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2

8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

고 다 크게 화가 나서 29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

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

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

되 30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

나서 가시니라 (눅4:23-30)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은 주님과

주님에게서 나오는 신적 진리는

교회 안의 사람들보다 교회 밖

의 사람들이 더 잘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을 뜻한다. 주님은

당시 교회가 그들에게 있던 유

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교회 밖의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받아들이

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오늘날 기독교회라고 불리는 교

회 안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

다. 사람들은 기독교회의 교리를

통해 주님을 받아들이지만, 소수

의 사람들만 마음으로 주님을

인정하고, 그나마 사랑에서 비롯

한 애정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숫자가 더 작다. 그러나

교회 밖의 개종한 이교도들은

다르다. 이들은 주님을 그들의

한 분 하나님으로 예배하고 공

경한다. (AC.9198:2)

※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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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9198번 글 2번 항에 대한

Clowes 영역 및 Potts 개정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hat “no prophet is accepted

in his own country” signifies t

hat the Lord, and the Divine tr

uth which is from him, are less

received and loved in heart wit

hin the church, than outside of i

t. He spoke to the Jews, with

whom the church then was; and

it is known that the Lord was l

ess received by them than by t

he nations outside the church. T

he case is similar at this day in

the church which from him is ca

lled the Christian church. In thi

s the Lord is indeed received i

n doctrine; but only by a few w

ith acknowledgment of heart; an

d by still fewer from the affectio

n of love. It is otherwise with t

he converted gentiles outside th

e church. These worship and ad

ore him as their one only God,

이는 출애굽기 22장 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

라’에 관한 주석 중 ‘과부나’(Any

widow)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그럼 시작합니다.

그동안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왔

는데, 오늘 맑은 하늘을 보니 여

러 가지로 기분이 상쾌합니다. 양

동룡 부목사님께서 휴가를 가셨

는데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구

절에는 주님께서 회당에서 말씀

을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성경을 읽으시고 사람

들은 말씀에 귀 기울이고 있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평화로워 보입

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주님께

서 나사렛 사람들을 질책하시고,

그러는 주님에게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려고 합니다. 주님

과 회당에 모인 사람들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이유를 속뜻을 통해 살펴보겠습

니다. 23절에서 주님은 회당에 모

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

하십니다.

23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

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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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주님은 나사렛 사람들이 당신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자기들

에게도 똑같이 행하라고 요구할

거라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이 어떤 것입니

까?

가버나움은 주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신 갈릴리 북쪽에 있

는 동네입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

셨고,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셨으

며, 그 밖에도 많은 기적을 행하

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가버나움에서 행하신 일은 그곳

에서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의미합니다. 기적이란 어떤 것입

니까? 기적은 노력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행운이 찾아오거나, 또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주님께서 가

버나움에서 행하신 일들은 기적

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은 죽어가는 심령들을 살리는 구

원의 역사였고, 그러한 역사는 주

님을 진실하게 믿는 사람에게는

늘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나사렛 사람들의 눈에

는 그것이 기적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들을 네 고향 여

기서도 행하라” 요구했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있기 때

문에, 속뜻으로는 이방인의 지역

을 뜻하고, 또한 겉 사람을 의미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면에 있는 겉 사람은 주

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으며, 심

지어 주님을 배척하는 곳이기 때

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나

사렛을 주님의 고향이라고 불렀

습니다. 나사렛을 주님의 고향이

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것이 주님

께서 겉 사람 안에 세우신 교회

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고향은 천국 또는 교회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은 속 사

람을 변화시키시는 일입니다. 그

리고 그다음에는 겉 사람을 변화

시키십니다. 어떤 방법으로 변화

시키십니까? 겉 사람 안에 진리

의 씨를 뿌리십니다. 주님께서 겉

사람 안에 진리의 씨를 뿌리시는

모습이 오늘 본문 바로 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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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즉 회당에

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사렛 사

람들이 그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

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한다

는 것은 귀의 작용이며, 그러므로

겉 사람 안에 있는 애정을 나타

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애정 안에 진리의 씨를 뿌리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방법으로

겉 사람 안에 교회를 세우시고,

궁극적으로 그곳에 거처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회가 24절에서

말하는 주님의 고향 나사렛입니

다. 그런데 주님은 그 교회가 가

버나움의 기적을 원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

셨을까요? 그 이유를 설명하겠습

니다.

각 사람의 내면에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는 진리에 대한 애정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 역시 진리

에 대한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새 교회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

데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면 제자

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계속 영적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음 가졌던 진리

의 애정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진

리를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진리

를 악용한다는 것은 진리를 주님

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

신과 세상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

니다. 진리를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그렇더라도 궁극적으로는 주님과

이웃을 위해 써야 합니다. 지난번

교리강좌에서도 우리는 구원을

위해 믿는가, 아니면 이웃을 사랑

하기 위해 믿는가? 라는 문제를

서로 얘기했습니다. 처음 교회에

나올 때는 누구나 구원을 받기

위해 나옵니다. 즉 천국에서의 행

복한 삶을 위해 믿음을 갖는 것

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그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을 원하시

지 않습니다. 이웃의 행복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

회와 나라,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

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 천국

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신의 구원만을 생각하는 믿음, 그

런 믿음을 새 교회에서는 자연적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서 가버나움의 기적

을 바라는 사람들은 자연적 믿음

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연적 믿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의 삶은 어떤 것입니까? 이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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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일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녀가 좋은 직장에 취업하기를

원하고, 또 질병의 치유를 바라며

사업의 성공을 바랍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기적을 바라는 것입니

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

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

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

리라” 하신 말씀은 자연적 믿음

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일종의 경고입니다. 오늘 본

문에는 나사렛 사람들이 주님을

산으로 끌고 가 낭떠러지에서 떨

어뜨리려 하는데, 바로 그런 것이

자연적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들

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24

절에서 말씀하시기를

24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

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

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

라

하셨습니다. 말씀에서 선지자는

성경, 즉 말씀을 나타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은 가장 큰 선지자

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말씀

자체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

러면 선지자의 고향이란 어디입

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

럼 교회가 선지자의 고향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는

말씀은, 자연적 교회가 말씀의 진

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배

척한다는 뜻입니다. 주님 당시에

는 유대교회가 자연적 교회였구

요, 오늘날에는 기독교회가 자연

적 교회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

은 뜻으로는 모든 신앙인의 내면

에 있는 자연적 믿음이 자연적

교회입니다. 그들이 주님을 받아

들이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

다. 주님보다는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

문입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이 들

어가실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

면 주님을 환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것에 대해 주님

은 25절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

하십니다.

25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

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삼 년

육 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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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26엘리야

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

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

이었으며 27또 선지자 엘리사 때

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환자가

있었으되 그중의 한 사람도 깨

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

아 사람 나아만뿐이었느니라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 역시 말씀

으로써 주님을 표상합니다. 엘리

야 시대라고 시대를 구분하는 것

은, 많은 교회가 각각의 영적 상

태에 따라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떤 교회

는 말씀을 왜곡했고, 어떤 교회는

말씀 안의 진리를 말살했습니다.

말씀에서는 그것을 교회가 선지

자를 핍박, 심지어 죽이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엘리야 시

대는 영적으로 어떤 상태의 교회

일까요? 그것에 대해 본문에서는

그때 하늘이 삼 년 육 개월간 닫

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으

며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다고

말합니다. 하늘이 닫힌 것은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속 사람이

닫혔다는 뜻입니다. 흉년이 들었

다는 것은, 속 사람이 닫혔기 때

문에 겉 사람 안으로 진리와 선

이 더이상 흘러들어오지 않는다

는 뜻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과 진리는 속 사람을 통해 겉

사람 안으로 끊임없이 흘러들어

와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

하지 않고 세상 것들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속 사람이 닫히고 선과

진리의 흐름이 끊어집니다. 그래

서 그들은 영적으로 흉년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 내면의 교회가 타락하게 됩

니다. 교회가 타락한다는 것은 교

회 안에 선과 진리가 하나도 남

아 있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선과 진리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은 상태를 말씀에서는 삼

년 육 개월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년 6개월은 교회가 타

락해 문을 닫기 직전 상태를 나

타냅니다. 그러한 상태를 다른 곳

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단7:25)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 해와 두 해를 합하면 삼 년이

고, 거기에 반년을 더하면 3년 6

개월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계시

록에서는 ‘천이백육십 일’(계12:6)

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를

한 달을 삼십 일로 계산하면 42

개월, 즉 3년 반으로 모두 같은

의미입니다. 즉 교회가 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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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타락해 문을 닫는 상태가

되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다고 합

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교회를

나타내지만, 영적인 교회는 아니

고 자연적 교회를 나타냅니다. 왜

냐하면 타락한 교회 안에 영적인

것이 남아 있을 리 없기 때문입

니다. 그러면 그곳에 과부가 많다

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씀에

서 과부는 선이 없는 진리를 나

타내거나, 또는 진리가 없는 선을

나타냅니다. 과부는 이렇게 두 가

지 의미로 쓰이는데, 본문에 이스

라엘의 과부는 진리만 있고 선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진리만 있

고 선이 없다는 것이 무슨 뜻입

니까? 진리를 지식으로만 접근할

뿐 실천하지는 않는 것을 말합니

다. 그런 사람은 아무리 말씀을

읽어도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

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그

들의 내면으로 빛이 흘러들어오

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리

를 봐도 진리인지를 모릅니다. 캄

캄한 암흑 속에서 어떻게 진리가

보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스라

엘 과부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

으셨다는 것은 말씀을 아무리 읽

어도 진리의 깨달음이 없다는 뜻

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 진

리의 깨달음을 주실까요? 사렙다

의 과부와 같은 사람, 수리아 사

람 나아만과 같은 사람들에게 깨

달음을 주십니다. 그들은 어떤 사

람들이었습니까? 사렙다의 과부

는 앞에서 말한 이스라엘의 과부

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의 과부가 선이 없는 진리라면,

사렙다의 과부는 선은 있는데 진

리가 없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

면 진리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

는 것이 순종인지를 모르는 사람

입니다. 그래서 그는 진리를 갈구

합니다. 주님은 그런 그녀에게 엘

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흉년 내

내 부양하게 하셨습니다. 부양한

다는 것은 말씀의 진리와 선으로

그의 영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말

씀에서는 그것을 과부의 집에 기

름과 곡식이 끊어지지 않는 것,

곧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

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

니하니라’(왕상17:16)로 표현했습

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

자, 사람들이 주님께 화를 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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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동

네 밖으로 쫓아내려고 합니다. 28,

29절에는 나사렛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28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

고 다 크게 화가 나서 29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

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

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

되

주님께 화를 내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

런 일이 일어났고, 우리 역시 그

럴 때가 있습니다. 진리를 통해

감추고 싶었던 내면의 악이 드러

날 때, 그리고 간절히 원하던 어

떤 것을 주님께서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속으로 불평하거나 원

망합니다. 그런 것이 주님께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

들이 바로 자연적 믿음 안에 머

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

람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데 있

어 진리가 방해가 될 때는 화를

내며 진리를 밀어냅니다. 여기

“그들이 일어나”라고 했는데 이

말은 본래 진리에 대한 사랑이

뜨겁게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

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진리

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주

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한 것으로 봐서 그들이 지금 주

님을 대적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서 동네는 교리를 뜻합니다.

따라서 동네에서 주님을 쫓아내

는 것은 교리 속에 들어있는 내

적 진리를 말살하는 것입니다. 내

적 진리란 말씀의 지식 속에 들

어있는 선이며 주님이시기 때문

입니다. 그러면 주님을 동네가 건

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어버리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산은 사랑 또는 선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동네가 건설된 산”이란

교리의 바탕에 있는 진리에 대한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교리를 처음 받아들일 때 마음

가운데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었

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주님이

십니다. 그런데 나사렛 사람들은

주님을 산 밑으로 밀어내려고 하

고 있습니다. 즉 교리의 바탕에

있는 사랑을 몰아내려고 하는 것

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진리에 대한 사랑은 없어지고, 자

기 자신에 대한 사랑만 남습니다.

그러므로 동네가 건설된 산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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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주님을 밀어내는 것은 교리로

부터 교리의 생명인 사랑을 몰아

내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

를 가지고는 자신은 물론이고 세

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것이

주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고 동

네가 건설된 산에서 밀쳐 떨어뜨

릴 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30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

서 가시니라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신다는

것은 주님은 어느 곳에나 임재해

계신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받아

들이는 사람에게나 쫓아내는 사

람에게나 주님은 언제나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가 주님의 손을

잡기를 기다리시면서 항상 임재

해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새 진리 안으로 들

어왔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때 우리에게는 진리에 대한 순수

한 애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

떻습니까? 혹시 타성에 젖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계시지는 않

습니까? 거듭남의 길에서 한곳에

머물러 있다는 것은 정체가 아니

라 후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

리는 부단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

니다. 마치 물 위에 떠 있는 오리

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물

밑에서는 계속 발을 움직이는 것

처럼 그렇게 노력해야 합니다. 주

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하고요, 십

계명의 법으로 자기를 비춰보면

서 자기 안에 거짓과 악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믿음이 매일 조금씩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 나사렛 사

람들의 믿음을 기적을 바라는 믿

음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렙다의 과부와 수리아 사람 나

아만의 믿음을 가지라고 권고하

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본받

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선지자는 바로 하나

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자 했습

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

니까? 나아만은 엘리사가 말한

대로 나병을 고치기 위해 요단강

에 가서 일곱 번 씻었습니다. 사

렙다의 과부는 엘리야의 말에 따

라 자기와 외동아들이 먹을 마지

막 양식을 선지자에게 드렸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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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들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했

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적을 바라는 사람들에

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선량한 이방인들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전체를 받아들여야

하겠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이

것은 취하고 저것은 버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

게 할 때, 우리 믿음은 자연적 믿

음에서 영적 믿음으로, 영적 믿음

에서 천적 믿음으로 계속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그런 은혜

가 이 진리를 사랑하는 모든 교

우님들과 함께하시기를 기도하겠

습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

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

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

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

라 (출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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