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를 위한 2019 사순절 묵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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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포도 밭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지중해
농사에 관한 설명에 따르면 무화과는 생명력이 강해서 어디에서나 잘 자라고
열매도 많이 맺는 나무라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기름진 밭에 심고 관리인들이
매일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주 기름진 포도밭에 아무데나 자라는
무화과 나무를 심다니...여기에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신 뜻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앞에(눅 13:1~5)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로마의
집정관이었던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사건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열여덟 명의 노동자가

성경말씀
누가복음 13:5-9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의 생각에는 그 사람들이 처참하게 죽은 것은 그들의
더 많은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아무런 사고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으니 이것은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것이

자기들이 의롭다는 증거가 아니겠는가?”라고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삼 년을 와서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주리니 이
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많은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과 같은 생각을 하며 매우 신앙적인 것처럼
말합니다. 즉 남의 불행은 그들의 죄 때문이며 내가 무사한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한국 기독교인들은 남과
북의 관계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합니다. 미국을 비롯하여 유래가 없는 UN 의
북한 제재와 같은 역사적, 국제적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북에 홍수가 나고
사람들이 굶주리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에 받는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유한 남쪽에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주신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를 더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 없다고 판단하지 말고 너희들이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매 맺고, 결실하는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주인은 열매를 맺지도 못하고, 포도밭에서 땅만 차지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를
찍어 버리라고 합니다. 그러자 포도원 지기는 “금년에는 그대로 두소서, 만일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내가 땅을 파고 거름을 주고 물을 주고 해도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그 때 찍어
버려도 되지 않습니까?"라고 말하며 주인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기
포도원지기의 말에 곧 예수님께서 전하려는 뜻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기회가 1 년 더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기회에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비롯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에 좋은 열매가 맺히도록 함께

오늘을 위한 기도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지난 70 여년동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노력이 많았음에도 아직도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남과 북이 서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최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여 평화와 통일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올해 사순절에는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마음과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의 묵상과 기도에 작으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 묵상글을 제공합니다.
연합감리교회 한인총회 평화위원회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