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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삶에 주어진 예수님의 누가복음 5:3 부르심
지난 한 해, 누가복음 5 장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장이 되었다. 나는 누가복음
5 장을 가지고 제자들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삶의 우선순위를 교회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킨다. 제자들의 가족이란 더 많은 사람들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을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는 제자들로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한다.

예수님이 중심이 된 삶
누가복음 5 장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의 삶에 주시는 3 가지 중요한
부르심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권위를 드러내시는 강력한 기적을
행하시는 것으로 누가복음 5 장을 시작하신다. 이 기적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 속
깊은 곳까지 만지신다. 예수님께서는 그 전날밤 밤새 물고기를 잡으려 노력했지만
허탕친 능숙한 어부들을 도우사 지금까지 그들이 잡아본 물고기 양과는 비교도
안되는 엄청난 양의 물고기를 잡게 하신다.
이 기적 이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들의 그물, 그들의 직업, 그들의 가족,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그들의 삶의 중심 삼으라는
첫번째 부르심을 주신다. 동일한 부르심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 우리의 "그물들"을
내려놓은 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 삼는 부르심이
주어졌다.

공동체 안에서 가족으로 살아가기
두번째 부르심은 직접적으로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전달되었다고
나는 믿는다. 우리 또한 이 부르심을 취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전부가
개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도록 부르지 않으셨다. 가족으로서 사는 공동체로서
따라오도록 명하셨다. 예수님은 나중에 제자들이 고백하듯이 그들의 랍비, 교사가
되고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는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을 "함께" 따르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법을 "함께" 배웠다. 예수님의 두번째 부르심은
예수님이 중심인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은 공동체적이며 가족적 부르심이다. 이것은 개별적이거나,
고립되어 있거나, 개인적인 부르심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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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을 낚는 선교적 부르심을 가진 가족의 삶
마지막으로 10 절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번째 부르심을 명확하게
주신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가족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부르심을 주셨을
뿐 아니라 사람을 낚는 선교적 부르심을 가진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
10 절에 예수님은 예수를 따르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말씀하신다.
너희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들"이 될 것이고 우리는 함께 낚시를 할 거야! 우리는
어부 가족이 되어서 잃어버린 자들, 깨어진 자들을 제자 삼는 일을 함께 할거야!
이 세번째 부르심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에게도 동일한 비전을 주신다.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동일하다. 동일한
삶의 부르심을 주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기
원하시며, 다른 제자들과 가족과 같이 살기를 원하시고, 잃어버린 자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자들을 제자 삼는 어부 가족으로 함께 일하며 살아가길
원하신다.

세가지 부르심을 경험하기
예수님께서 위의 세 가지 부르심을 주시고 나서 11 절에서 일어나는 일이 참
멋지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6-12 개월짜리 제자훈련 코스를 시작하지 않는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마을을 떠나서 함께 사람 낚기를 시작한다! 즉각적으로!
예수님은 부르심을 주시고 즉각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경험하게
하신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병자들을 위해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지, 질문이 많은 사람들 혹은 심지어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 쉼은 어떻게 누려야 하는지,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하는지, 그 시대에 최악의 사람들로 여겨진 레위와
그의 세리 친구들과 같은 사람들을 향하여 어떻게 나아가야하지는 직접 보여주신다.
게다가 이 모든 것을 제자 "공동체"로서 어떻게 함께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그와 그의 제자들이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지,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 보여주신다. 병자와 죄인 된
사람들에게 치유를 가져오는 것! 건강한 사람들은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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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자들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와 우리의 교회에게 이
동일한 세가지 중요한 부르심을 주고 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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