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2021. 12. 26

(시 23:1-6)

말씀: 신광호 담임목사

1.

시편 23편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다윗이 그 일생을 뒤돌아보면서 주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신앙고백으로 우리 인생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노래하고 있
습니다.
첫째, 우리 인생의 (
)입니다.
시 23: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우리가 태양을 바라보고 가면 그늘이 따라오는 것처럼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살아갈 때에 주신 축복이 무엇이었습니까?
시 23: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2. 우리가 또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이 되고, 좌절하고, 괴로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나 건강문제로, 또 인간관계 때문에 상처를 받고,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침체에 빠질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자격 없다고 내쫓거나 배척하지 않으시고 "내 영
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저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
고,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3.

둘째, 우리 인생의 (
)입니다.
시 23: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
이다.
Even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I
will fear no evil, for you are with me; your rod and your staff,
they comfort me.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가 화창한 봄날과 같다
면 4절을 보면, 갑자기 겨울이 되었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듯합니다. 1, 2, 3절
이 희극과 같다면, 4절은 비극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것을 분명히 알
아야 합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신앙이 좋은 사람이든 신앙이 좋지 않은 사람이든
고통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성공의 길도 있지만 실패의 길도 있고, 건강의 길도 있
지만 질병의 길도 있고, 인생의 시련과 환란을 당하여서, 사고와 질병으로 인하여
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 갈 때도 있습니다.
실제로 한문에 날 생(生)자는 소(牛)가 외나무 다리(一)를 건너는 것으로 표현되
어 있습니다.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는 것은 얼마나 위험하고도 아슬아슬합니
까? 우리인생의 하루하루가 그처럼 아슬아슬한 것입니다. 이처럼 힘든 인생을 살
아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걱정과 두렴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말하
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
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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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셋째, 우리 인생의 (
)입니다.
시 23: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You prepare a table before me in the presence of my enemies. You
anoint my head with oil; my cup overflows.
특별히 6절이 저와 여러분들의 분명한 미래를 보여주는데요.
시 23: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Surely goodness and love will follow me all the days of my life,
and I will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forever.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행복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
시 행복이 따라오고, 반드시 기쁨이 따라오고, 형통이 따라오고, 축복이 따라옵니다.

6. 길어지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생긴 가장 큰 아픔 중 하나는 계속되는 거리두
기로 개인주의화가 심화되면서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마 18: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시 27: 4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
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초대 교부 키프리아누스(Caecilius Cyprianus, c190-258) “교회를 어머니로 여기
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다”
7.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2022년은 하나님 제대로 믿고
코로나를 압도하는 은혜로 축
복 받는 해가 되기 축원합니다.
12월의 높은 전망대에서 우리
는 결단 해야 합니다. ”내게 어
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여
호와를 목자로 모시고 여호와
의 집에 살리로다.“

2021/12/26 요절 말씀㊽ 시편 23: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The LORD is my shepherd, I shall not be in wa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