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제목: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자!”
설교본문: 요한복음 21 장 17 절

올해 교회표어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합시다”이다.
물론 여기 계신 분 중,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혹 예수님을 많이 몰라도 예수님은 사랑한다고 모두들 말씀하
실 것이다.
정말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사랑합시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
그 이유는 이 시대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기 때문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분명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신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한다.
아니, 언제 예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리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자는 말씀을 결론적으로 드리고자 한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권세 있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너무 좋아서 따른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로 하신 메시아로 믿고 따랐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중에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넘어 자신의 모든 세상 일들을 버리고 예수님의 사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따르는 사람도 있었다.
예수님이 어딜 가시든, 함께 하며, 심지어 먹고 마시며, 자며 예수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다.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님은 이들 중, 열두 명을 따로 세우셔서 특별 제자로 삼으셨다. 이 열두 명은 제자 중에 제자로 예수님을 누구보다도 사랑한다
고 스스로 자부하였다.
심지어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죽으라고 명하시면 그 명령대로 죽을 생각도 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 까닭에 특별히 예수님이 택한 이 열두 명은 더욱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또한 서로 다투
기도 하고, 시기질투도 하였다.
복음서를 보면 이런 열두 제자들의 모습이 숨김없이 다 소개되고 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어 영광 받으실 때가 가까워지자 전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 못하고 소화 못하는 말씀을 자주
하시게 되었다.
그것은 제자들이 도저히 상상도 못하고 감당도 못할, 십자가에 죽으실 일과 삼일 만에 부활하실 일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갈등하게 되었고,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였다.
내가 계속 이 분을 따라 다녀야할 분인가? 왜 저런 말씀을 하시는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판단하여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것 아닌가?
열두 제자도 그래서 고민이 많아지게 되었다.
그 중, 가룟 사람 유다는 얼른 예수님을 포기하고는 예수님을 떠나고자 결심한다. 그리고 떠나기 전, 뭔가를 챙길 생각으로 기회만
을 엿보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갈등하는 모습을 보셨다. 특별히 열두 제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의심하는 모습을 보셨다.

예수님은 열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말하더냐?
그리고 이어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으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하셨는데, 그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고
지금까지 따랐는데, 과연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는 말씀이었다.
속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생겼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여전히 사랑한다는 태도를 보였다. 그 중, 베드로는
모든 제자 중에 자기가 가장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였다.
곧 내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라고 어떻게 보면 잘난 체 한 것이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자기가 제일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말을 칭찬하시면서, 베드로에게 전혀 받아들이거나 소화 못하는 말씀을 거기
에 여전히 덧붙이신다.
내가 사람들에게 미움 받아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내가 삼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 용납할 수 없는 말씀이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끝나는 일이며, 부활은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한 입술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미워하고 저주하였
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다는 베드로의 말은 거짓이었을까? 분명 베드로 입장에선 거짓이 아니었는데, 거짓이 된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예수님이 삼일 만에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서 다시 어부 생활을 하게 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잡은 고기를 가지고 아침을 먹기를 원하셨다. 그 아침식사 시간, 제자들과 함께 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
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부인할 제자들은 한 명도 없었다.
제자들은 몹시 죄송하고 송구하고 미안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정말 불편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십자가
에 죽으실 때, 다 도망갔었기 때문이다.
그 중 베드로는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죽을 정도로 괴로웠다. 이 세상에서 내가 예수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자기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릅니다. 미워합니다. 저주합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당연히 식사는 예수님과 같이 하지만 모두들 입은 있어도 말을 할 수 없는 정말 불편한 시간이었다.
그 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에 베드로는 몹시 죄송하고 면목 없지만 예수님에게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대답하였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의 질문에 몹시 괴로워하며 힘들어하며, 죽을 맛을 느끼며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다.
베드로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였다.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예수님을 미워한다고 말했다.
예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조금 시간이 지나 모두들 뭔가 이런저런 생각으로 골몰해 있을 때,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하셨다.
죽을 맛이다. 차라리 야단치시고 때리고 저주하시고 혼줄 내시지, 말씀하시기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목이 막혀 나오지도 않는 음성으로 대답하였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하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예수님이 이와 같은 질문을 하시니 베드로는 차라리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고통을 느낀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러나 사랑이 아니었다. 사랑했는데, 사랑이 아니었다.
뭐가 잘못되었는가?
이 고민이 베드로만의 고민이 되겠는가?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고민이 아니겠는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다.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사랑인 것 같은데,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도대체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무엇이 다를까?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사랑의 차이를 발견해야 한다.
그 사랑의 차이를 발견하고자 몸부림치지 않고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고 있다고만 믿는다면 혹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
“너 누구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
다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들에게 나타나심으로 그 사랑을 확인하셨다.

예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우리들의 과제이다.
우리들이 애써 찾아야 할 일이다.

우리가 힘써 찾아야 할 일이다.
예수님! 정말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