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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ation 04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본문

시편 73

지금 이렇게 각자가 자가 격리중인 시간동안에, 우리 학생들이나 아이들은 악, 고난, 공평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의문 하게 된다. 최근에, 나의 학생중에 한명이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인한 자가격리와, 거리를 두고 분리된 삶을 살면서 느끼게 되는 고통의 무게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씨름하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 학생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상황을 이겨낼수 없을 만큼 힘든것이 정당하게 보이지 않는 다고 하였다. 그의 염려는 나에게
익숙하게 느껴졌고, 나는 시편기자 아삽이 시편 73편에 같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 아삽은 왜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사는지에 대한 의문과, 첫 16절에 악과 고통에 대해서 의문하며 씨름하는 혼란스런
모습을 볼수 있다.

생각하기

그러나, 17절에는 아삽의 마음이 바뀌고, 변화된것을 알수 있다.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공평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아삽의 마음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한 질투가 있었는지와, 하나님 자체 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들을 쫓기에 바빴던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났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알고 싶은 큰 욕구가 일어났고, 그것으로 인해서 아삽은 기쁨과
감격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 그는 모든 것이 다 하나하나 이해되고, 악과 고통에 대한 질문이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끝내는 정의로 해결해 주실 것에 대한 확신이 들었고,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더
알게되는 그것이 궁극적인 선 이라는 것을 아삽은 깨달은 것이다.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한것 처럼,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자가격리를 하며 사는 이 시간은, 이것을 깨닫는 가장좋은 기회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의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야기 하고 해답을 찾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히 4:16)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적용
기도

• 당신은 지금 이 전염병 가운데 어떤 사람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가?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겠는가?
• 주님에 대한 아삽의 씨름은 어떻게 해결이 되었는가? 우리는 지금 이 시간속에서, 아삽의 주님에
대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수 있을까?
• 당신은 삶의 이 시간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디서 엿볼수 있는가?

주님, 이러한 전 세계적인 병으로 인한 이 시간동안에, 우리는 선물을 주시는 주님을 보기보다는,
선물자체를 쫓을 때가 많았음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옵소서. 이러한 시간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더
많은 기쁨을 찾고, 가족이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을 알아 가도록 도와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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