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 요약 (20-06-07)
믿음이 작은 자여 (마 14:22-33)
오늘날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커다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세상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불안’이라는 것은 내가 서 있는 터가 안전하지
않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아울러 불안하다는 것은 곧 믿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의
미합니다. 지금까지 당연시 되었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믿음이 사라
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불확실해졌고, 이러한 불확실성은 이제 뉴노멀이 되었습니
다. 무엇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이 상황은 우리 믿음에 어떤 변화와 결단을 요구합니까? 오늘 성경의 사
건이 우리에게 소중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밤새 강한 바람을 거스르며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 반면 바람과 풍랑도 아
랑곳하지 않고 바다 위로 당당하게 걸어오시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유령으로 알고 두
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먼저 안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7)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에 예수님의 말씀의 신적인 권위를 체험한 바 있던 베드로는 예
수님께 물위를 걸어오라 명하실 것을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명하시자 베드로는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물위로 뛰어내려 걸어갔습니다.
물 위를 걷는 것은 땅을 걷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입니다. 땅에서 걷는 것은
자기 힘으로 걷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물 위는 내 힘으로
걸을 수 없습니다. 나를 걷게 하는 분의 힘이 없이는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물 위를
걷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땅 위를 걸을 때는 믿음이 필요치 않지만,
물 위는 믿음이 없이는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 위를 잘 걷던 베드로는 갑자기 불어온 큰 바람을 보자 무서워 물에 빠지
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빠져가며 예수님을 향해 도움을 구하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주
님의 말씀은, 그가 물에 빠진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31)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 믿음은 주를 신뢰하는 믿음, 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목했을 때, 베드로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
나 그의 눈이 바람과 파도를 주목하자, 믿음을 잃고 물에 빠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자주 베드로가 됩니다. 우리의 삶에 시련의 바람과 어려움의 풍랑이 일
면, 주를 향했던 눈을 돌려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주목하고 뒤좇는 가운
데 우리의 믿음은 소멸되고,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물 위를 걷는 삶으로 부르십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입
니다. 그 삶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며, 세상의 어떤 힘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가
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이나 재물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터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람과 풍랑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주님이 우리
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지켜보시며 보호
하십니다. 우리를 붙들어주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분만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큰 믿음의 행보를 내딛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 오직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멋있는 삶을 살도록 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