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은 가장 존엄한 존재

   창조의 위대한 모습은 창조계의 화려함과 웅장함이 아라 사람이다.  
성경은 인간창조의 위대함을 기록하고 있다.(창 1:26-28)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 된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처럼 인격적 도덕
적 영적 존재라는 의미다.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영광이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러므로 천사들조차 흠모한다. 사람은 흙으로 지음 
받았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므로 생령(生靈)이 됐다.(창 2:7)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사람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
다.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
는 것이다. 학자들은 이 책무를 문화명령, 창조명령이라고 한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동일하게 문화명령을 받는다. 따라서 단 한 사람도 
가치 없는 사람이 없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며,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다스릴 존재로 부름 받았다. 
   그러므로 인간의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해 가는 일이다. 
이는 그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어지지 않은 특권이다. 여기에는 인간의 
어떤 조건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보내심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
나 인간의 이 영광은 사단의 유혹에 인간이 무너짐으로 금이 가고 점점 

왜곡되기 시작했다. 사단은 목적대로 인간을 절망에 빠뜨렸다. 사람의 타
락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사람의 존엄성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죄의 결과는 사람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게 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졌다.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도 깨졌다. 자기 안에서의 
분열이 일어났다. 자신의 존엄성은 깨어지고, 자신의 가치를 다른 것에 
두게 됐다. 그러자 온갖 정신적 질병이 생겼다. 우울증을 대표로 하는 질
병들이 인간을 괴롭히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자존감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와 같이 죄는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왜곡시켜 버렸다. 자신이 
얼마나 존엄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죄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예
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을 통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 
역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다.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
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고후 517)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존재가 회복
된다. 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새로운 존재다. 우리를 괴롭히는 어떠한 죄
에서도 자유하게 된다.(롬 8:1,2)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예
비 된 집이 있다. 이 집은 참된 안식과 평화와 기쁨만이 있다. 인간의 이
기심이 없다. 차별도 없다. 모욕도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만이 존재
한다. 그러므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다. 마음에 아픔도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산다. 그리고 종종 극단적인 선택
을 한다. 그것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가장 존엄한 존재다.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흠모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자신이 가치 없는 존재라고 
여기게 만들고 자신의 삶이 우울하다고 만들어 버리는 사단의 계략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주고 사신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 자녀이기에 존엄한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영광이 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한다. 또한 하나님의 존엄한 
존재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이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한다. 그리고 영광의 
날을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한다.(*) 글쓴 이 / 신동식 목사(빛과소금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