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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는 ‘누가 신앙의 “남은 자”인가’라는 내용의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누가 이스라엘의 “참 목자”인가’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1. 양떼의 소유권 
6절 “내 양... 내 양...”,  8절 “... 내 양... 내 양... 내 양 ...” 
10절 “... 내 양 ... 내 양...”, 11절 “... 내 양...”, 12절 “... 내 양...”, 15절 “... 내 양...”  
 
하나님이 “내 양”이라고 10번이나 반복하십니다.  
양의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요 10:14)라고 말씀하셨죠.   
 
소유권은 오직 주님에게만 있습니다.  
이 땅의 목자들에게는 소유권이 없습니다. 양육과 관리권만 있습니다.  
 
양은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요, 목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양은 성도요, 목자는 목회자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이죠.   
그러므로, 저와 같은 목회자를 포함해서 교회 지도자들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양의 소유권은 오직 주님께만 있음을... 
 

 
#2.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한 책망(1-10절)  
2절, “...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3절,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4절,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8절, “...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 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양의 소유권은 주님께만 있기에, 목자는 주님의 뜻에 따라 양을 먹이고 돌봐야 합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양떼를 이용해 자기 배만 불립니다.  
주님의 뜻 보다는 목자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양떼를 이용 가치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을 먹이고 돌보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결과를 보십시오.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6절, “내 양떼가 ...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7절,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양들이 유리되고, 흩어지고, 노략거리와 들짐승의 밥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을 이 땅의 목자에게 찾으십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목자는 많은 데 주님 보시기에 참된 목자는 없다는 주님의 탄식이신 거죠.  
제 마음을 조이는 말씀입니다.   
 
10절,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 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대적한다’는 표현은 원수들에게나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님의 양떼를 맡은 목자들을 대적하십니다.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실은 목자들이 먼저 주님을 대적한 겁니다.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배를 채우느라 맡겨진 양떼를 먹이거나 돌보지 않는 일이, 
곧 주님을 대적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3. 참된 목자이신 하나님(11-16절) 
11절, “...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 “... 내가 내 양을 찾아서 .. 건져낼지라” 
13절, “내가 그것들을 ... 끌어내며 ... 모아 ... 먹이되” 
14절, “...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진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 땅의 목자들 중에는 참된 목자가 없습니다.  
거짓 목자들 아래서 양떼들은 영적으로 유리되고, 흩어지고, 사단에게 노략질 당하고, 사단의 먹이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참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잃은 양 비유(눅 15장)처럼, 하나님이 잃은 양을 찾아 나서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찾고,, 찾아... 먹이고... 먹이리라’...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한 마리 잃은 양이라도 더 찾으시기 위해 찾고 찾으시는 주님,  
그 주님 때문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희망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4. 에필로그 
오늘 본문 앞에서 가장 할 말이 없는 사람은 제 자신입니다.  
나는 어떤 목회자인가?  
나의 배를 채우기 위해 주님의 양떼를 이용하는 자인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자인가?  
제 스스로를 겸허하게 돌아봅니다.  
 
그리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목회자가 아닌 주님이 인정해주시는 목회자가 되기를 기도하고,  
더 노력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또한 저는 목회자이기 전에,  
주님이 찾고 찾으시는 주님의 양이 되고 싶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요 10:27)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묵묵히 믿음으로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