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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 (시 102:2).

시편 102편 1~12절은 고난 중에 있는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과 동일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불만과 두려움, 슬픔을 하나님 앞에 가져옵니다.
사방으로 압박을 느낍니다. 자신의 원수와 육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또
한편으로 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 문제의 일부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이유가 뭐든, 그것이 다윗의 개인적 갈등이었든, 하나님께서 그의 행위에 노하셔서 회개를
기다리신 것이든, 이것은 누구든 그 상태가 되면 위험한 지점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의 육체적, 정신적, 영적으로
건조한 상태임을 봅니다. 다윗에겐 물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생명이 흘러나오는 원천인
성령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언급된 새들은 광야에 살며 여러 곳을 폐허로 만든 새들로,
죽음과 파괴의 상징입니다(6절).
흥미롭게도 다윗은 고독감을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 같다고 묘사합니다(7절). 지붕 위에
홀로 있다고 묘사한 것은 언제입니까? 밧세바를 보았을 때입니다. 이는 그를 어디에 이르게
했습니까? 다윗은 그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음으로 그런 상황에 빠졌습니다.
다윗의 고난의 심도는 눈물이 잔을 채우는 것으로 그려집니다(9절). 모든 사람이 그를
대적합니다. 그외 성경의 어느 곳에서 조롱당하는 것을 볼 수 있나요? 우리는 바로 여기서,
몇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자신에게서 돌아선 때에 고난의 장소,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공허한 곳에서 아바께 호소하시는 예슈아를 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 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시 22:1, 마 27:46)
이것은 우리 자신도 처할 수 있는, 명백히 연약하고 의심도 생길 수 있는 지점입니다.
12절에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향할 때 그에게 “불현듯 깨달음”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그 변화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약속하신 바를 선포함으로 임합니다.
이 시는 한 사람의 고난으로서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쓰였습니다. 그 누구도 애씀,
시험, 슬픔의 시간을 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신께 돌이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20절에서 언급된 갇힌 자는 누구이며 감옥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지 않는 모든 이들의 가장 큰 감옥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압박을
넘어서는 곳까지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찬양과 경배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영으로 충만해 집니다. 혼란, 두려움, 의심에서 빠져나갈 길을 찾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붕 위의 외로운 참새에서 모든 상황보다 높이 날아오르는 독수리
같이 “새롭게” 되는 상태로 나아갑니다(사 40:29~31, 시 103:5).

리바이브이스라엘
글로벌 라이브 예배

매주 화요일, 이스라엘에서 라이브로 진행되는 예배를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7월 14일 10시에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만나보세요.
지난 주 예배 하이라이트 영상을 여기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