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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할 수 있다면 은혜가 아니다!

안식년 중 댈러스에서 지낼 때 교제했던 세미한교회 최병락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은혜로운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옮겨드립니다.

텍사스 샌안토니오에서 오크힐스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지난해에 댈러스를 방문하여 설교했

습니다. 그 설교를 듣다가 큰 은혜를 받고 많은 눈물을 흘렸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텍사스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 바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기껏해야 동네 연못이 

고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열 살이 되던 해, 삼촌이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어린 맥

스를 데리고 태평양이 보이는 산타 모니카 해변으로 갔습니다. 넓은 백사장과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 바다를 보고 어

린 맥스는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1,000번을 뛰어들어도 파도는 1,000번을 받아주었습니다.

맥스를 가장 감동시켰던 것은 끊임없이 밀려오는 파도였습니다. 그 많은 물이 대체 어디로부터 오는지 계속해서 맥

스에게로 밀려왔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던 맥스는 삼촌을 보면서 조용히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삼촌, 파도가 계속 밀려와요.”

맥스는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그때 삼촌이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뭐요?”

 “오늘 밤에 와도 파도가 계속 계속 밀려온단다.”

맥스는 말도 안 된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농담하지 말아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물이 있을 수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삼촌은 또 물었습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숨쉬기도 힘들 정도로 흥분한 맥스가 뭐냐는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1,000년 전에도 이 파도는 똑같이 밀려왔단다.”

눈이 휘둥그레진 맥스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맥스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삼촌은 또 한 가지 신기한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맥스, 너 그거 아니?”



또 놀랄 일이 남았느냐는 표정으로 맥스는 삼촌을 쳐다봤습니다.

“우리가 다 죽고 난 1,000년 후에도 이 파도는 계속 밀려올 거야.”

맥스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표정으로 넓은 태평양에서 밀려오는 파도를 넋을 잃고 쳐다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삼촌에게 물었습니다.

“들어가봐도 돼요?”

 “그럼!”

신이 난 맥스는 온몸에 모래를 묻히고는 파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순간 밀려오는 파도가 맥스를 덮치고 지나갔습

니다. 그러자 온몸의 모래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맥스는 다시 모래사장으로 나와 모래를 더 묻혀서 파

도에게로 뛰어갔습니다.

그러면 여지없이 파도는 더 큰 팔을 벌려 맥스를 덮치고 지나갔습니다. 1,000번을 뛰어들어도 파도는 1,000번을 받

아주었습니다. 맥스는 그날 진종일 멈추지 않고 밀려오는 파도와 그렇게 놀았습니다. 

자기의 어릴 적 경험을 한참 신나게 이야기하던 루케이도 목사님이 잠시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침 넘기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로 예배당이 조용해졌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와 같아서 1,000번을 넘어져도 우리를 향해 다시 밀려옵니다.” 그 순간 마치 그 큰 예배당에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정말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에 압도되었습니다. 여기저기에서 흐

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의 파도가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파도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또 넘어졌….”

말이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용서의 파도가 우리를 덮치고 지나갑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주에 죄를 지었단 말….”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우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우리를 씻기고 지나갑니다.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있다면 은혜가 아닙니다. 가늠할 수 있는 크기라면 은혜가 아닙니다. 예상했던 반응이라면 

은혜가 아닙니다. 머리를 세차게 흔들면서 ‘다른 것은 몰라도 이것만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 하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파도는 우리를 향해 밀려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머리로도, 지식으로도, 경험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감사할 뿐입

니다.

예수와 하나가 되라

유기성 / 규장

†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

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요한1서 4장 19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 기도

 제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에, 저를 먼저 사랑하사 구원해주신 그 은혜 감사합니다. 부

족하고 연약하여 오늘도 무너졌지만, 그래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에 파도에 오늘도 뛰어듭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은혜에 깊이 잠기게 하소서.

† 적용과 결단

 지금도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의 파도는 우리를 향해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합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