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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versation 16

기다려야 하는 계절

본문

시편 62

지난 몇주간 우리모두는 기다림의 계절을 접해야만 했다. 계획했던 특별한 여행이나
행사등이 취소나 미루어 졌는지를 기다리고 있다. 나라에서 주는 특별 지원금이
도착했는지를 기다리고 있다. “정상” 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기다리고 있다. 만약 당신이
나와 같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아이가 잠을 자는 저녁 7시까지 기다려야만 할
것이다. 이 기다림의 계절은, 쉼 이나 구원, 안락함에 대해 불확실한 곳으로 데려왔다.

생각하기

시편의 저자인 다윗은, 기다림에 익숙해 있었다. 우리는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청년이였을때, 미래의
왕으로써 기름부음 받은것을 배웠다. 사무엘하 5장에서, 처음 그가 기름부음을 받은 20년후, 30살이 될 때까지
왕으로써 군림하지 못한 것을 알수 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원하는 쉼, 구원, 안락함은 절대로 우리를 만족시켜주지 못한다. 넥플릭스의 다음이야기나,
먹을 것을 찾기위해 부엌 캐비넷을 뒤적거리는 것은, 불확실한 시간 속에 우리의 영혼에게 참 쉼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시편 62편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의 말씀이고 권고의 말씀이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그의 소망이고
구원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릴수 있었다. 주님은 다윗이 쉼을 찾는 그곳에 계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도는 이러한 계절을 포함한 모든 계절 속에서 신뢰해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구원 이시다.

• 당신은 이전에 기다림의 계절을 가졌을 때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볼 수
있었는가?

적용
기도

• 지금과 같이 집에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에, 쉼과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으로 쉼과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훈련 할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불확실한 시간 속에 우리에게 안정과 평강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
드립니다. 불완전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했던 다윗과 같은 사람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피난처 되어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계절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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