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
너는 하나님을 만나라 

   어린 시절, 엄마를 따라 일 년에 두 차례 열리던 부흥회를 열심히 쫓
아다닌 적이 있습니다. 부흥사 목사님들은 거의 언제나 효녀심청 이야기
를 하듯 효부 룻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곤 했습니다. 
   어른이 되고 목사가 되어 내 스스로 룻기를 찬찬히 읽으면서 속았다
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룻기는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모셔
서 큰 복을 받은 효부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룻기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하나님 없는 것 같은 세상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알아보며 하나님께 달라붙어 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
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 여전히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역사를 진행
하시고야마는 하나님의 이야기였습니다.   
   롯기는 내 개인적으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사연이 있는 책입니다. 내
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에 놓고 고뇌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연히  
아니 하나님의 섭리로 룻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룻기를 읽을수록 그리고 

깊이 살펴볼수록 룻기는 큰 충격과 함께 매우 중요한 사실 세 가지를 내
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인생의 중요한 결정 앞에서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그 일이  
     가능한가가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 편애 서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 모두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제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갈  
     지라도 혼자라도 그 흐름을 거스르면서 신앙인의 길을 가야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눈앞에서 전개되는 역사의 현실과 시대의 흐름이 아무리 성경의   
     신앙과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어도 여전히 역사는 하나님이 의도  
     하시는 그곳을 향해 진행하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를 주도   
     하시는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이 책은 위와 같은 사실을 룻기에서 추적해나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룻기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만
나 사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동시에 아무리 온 세상이 하나님을 거부
하고 제멋대로 살아도 그 가운데서 여전히 역사의 주인으로 역사를 주도
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나의 현실을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데 큰 담
력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없이 제멋대로 사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놓치
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무엇에 배짱을 갖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선
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룻기는 여전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우리들을 위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독하게 자기중심적이고 철저하게 시대의 풍조를 따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오늘을 성공적으로 사는 지혜처럼 되어버린 오늘
의 현실에 룻기는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는 신앙의 실천과 그 가치를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글쓴 이 / 정창균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설교학 교수, 설교하우스 대
표) 출처 / 정창균 저, ‘하나님을 만나라’ 룻기 강해서 서문에서

   *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
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
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사 55: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