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룩한 새판 짜기

2021. 11. 21

(눅 5:1-11)

말씀: 신광호 담임목사

1. “헤밍웨이(Ernest Hemingway)의 《노인과 바다(The Old Man and the Se
a)》에 보면, 노인이 악전고투(惡戰苦鬪)하며 큰 고기를 한 마리 잡았습니다. 매우
큰 물고기였기 때문에 배에 매달아 항구로 돌아오는데, 항구로 돌아오니 물고기는
다 뜯겨져버리고 뼈만 남아있었습니다.
헤밍웨이는 이 작품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소개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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눅 5:6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믿음이란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으면서
도, 평생 최선을 다해 살았지만 남는 것이 없는 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절대로
변화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5. “거룩한 새판 짜기”
2.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의 다른 이름입니다. 이 호수의 길이는 약
21km, 폭이 약 13km이며 산으로 둘러 쌓여있는데 예수님은 그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눅 5:3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이 장면을 연상해 보시면 너무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호숫가에 배가 한
두 척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눈에 배 두 척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한 배에 오르셨는데 그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라. 왜 배 두 척 가운데 하필이면
시몬의 배에 올라 타셨을까 하는 점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셨을까요? 그 이유는 시몬의 배 안엔 잡은
것이 아무 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3.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건강이 없어서 봉사 못합니다. 나는 돈
이 없어서 아무 일도 못합니다. 나는 배운 것이 없어서 못합니다. 고후 12장에서
바울은 ‘주님 나는 이 가시 때문에 선교사일 도저히 못해먹겠습니다. 제발 가시 좀
뽑아 주세요.’
고후 12:9a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 시간 여러분의 배가 비었습니까? 건강의 배가 비었습니까? 물질의 배가 비었
습니까? 행복의 배가 비었습니까? 바로 그 때가 우리 주님 만날 때인 줄로 믿으시
기 바랍니다.
4. 시몬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것입니까?
눅

5:4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
기를 잡으라
5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순종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Simon answered, "Master, we've worked hard all night and
haven't caught anything. But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the nets."
성도 여러분, 베드로의 빈 그물질이 언제 끝났습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시지요?

첫째, 우리 주님을 정말 우리 빈 배 안에 모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3절입니다.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운명을 가르는 일이었습
니다. 두 배를 가득 채울 만큼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만선(滿船)이 아니라 베드로
가 빈 배에 주님을 모신 것이 만선입니다.
둘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해야 합니다.

6. 세상 사람들은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을 보고 놀라고 그것은 기적이라고 말합
니다. 여기에 감동합니다. 더 이상 나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공 했다고 하면서
도 허무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스털린의 역설(Easteriln’s paradox)’-미국의 경제사학자인 리처드 이스털린
이 1974년 발표한 ‘이스털린의 역설’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 넘어서면 그 이상
은 소득이 더 늘어도 행복감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고기를 잡
는 차원에서 사람을 취하는 차원으로, 삶의 수
단의 문제에서 존재 목적에 대한 차원으로 끌
어 올리셨습니다.
눅 5:10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
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
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
을 취하리라 하시니
11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 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7.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 그물질이 끝나
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룩한 새판짜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2021/11/21 요절 말씀 누가복음 5:5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마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Simon answered, "Master, we've worked hard all night and haven't caught
anything. But because you say so, I will let down the net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