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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아플 때 어디를 찾는가?

당신의 피난처는 어디인가? 마음이 아플 때 어디를 찾는가? 오늘 직장에서 끔찍한 하루를 보냈다. 

퇴근해서 집에 온다. 그리고 간다. 어디로?

아이스크림 같은 달달한 것들을 먹기 위해 냉장고로? 절친한 친구와 통화하면서 당신을 괴롭힌 직장 

상사를 잘근잘근 씹어주기 위해 전화기로? 탈출구를 찾기 위해 소설이나 영화나 게임이나 포르노로? 

당신은 정서적으로 구조받기 위해 어디로 가는가?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힘이요 어려울 때의 도움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정말 진짜로 그렇

기 때문에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져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고 말한다(시 46:1,2).

이 말씀은 하나님의 품이 도망치기 가장 좋은 장소라는 의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쉽

게 망각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도망친다.

우리가 힘들 때 어디로 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구이냐 하는 것에 대해 많은 것들을 말해준다. 

우리가 어디를 피난처로 삼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 가치관의 지형을 알려주는 것이다.

나는 지금 섬기고 있는 이 교회의 목회자가 되기 위해 면접을 보러 왔을 때 장로님들에게 많은 질

문을 받았다. 그 질문 가운데 그들이 특별히 중요하게 느끼는 것 같은 질문이 하나 있었다. 고통스러

웠던 일들과 역경에 대해 말해달라는 질문이었다.

한두 번 어려운 일들을 겪었던 것이 떠올랐지만 고통이라고까지 할 것들은 아니었다. 결국 정말 고

통스러웠던 적은 없다고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자 장로님 한 분이 내 대답에 대해 깊은 우

려를 표명했다. 그때 나는 생각했다.

‘대체 이분들이 내게 뭘 기대하는 거지? 집에 가서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잃고 와야 한다는 것인가?’

그 장로님은 나의 대답에 대해 계속 언급하다가 마침내 이렇게 설명했다.



“어떤 사람을 정말 잘 알려면 그 사람이 고통을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했는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

다!”

그로부터 몇 주 후 일을 마치고 돌아와, 낮잠을 자고 있는 내 딸 모건을 깨우러 이층으로 올라갔다. 

그때 모건은 두 살이었다. 그런데 모건의 침대 옆에 있던 소나무 옷장이 침대 위로 넘어져 있고 아

기가 밑에 깔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심장이 멎는 것만 같았다. 허둥지둥 옷장을 치우고 보니 딸아이의 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 있었다. 

급히 병원으로 데려가 이런저런 검사를 하고 엑스레이를 찍었다. 뼈가 부러진 곳은 없었지만 모건은 

숨을 쉬면서도 신체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신경에 손상을 입은 것 같았다.

모건이 엑스레이를 찍는 동안 나는 어둑한 병원 홀에 앉아 있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서서 울부짖으

며 기도했고, 〈나의 주 크고 놀라운 하나님〉 찬양을 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모건은 깨어났지만 걷지 못했다. 왼쪽 다리를 움직일 수 없었다. 나는 계속 기

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건이 차츰 좋아졌다. 물론 지금 모건은 정상이다. 하

지만 그 일을 겪으면서 그때 장로님이 옳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배워야 했고, 인생이 고단해질 때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했다. 가장 깊은 두려움을 느낄 때라도 나는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카일 아이들먼 / 규장

†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 시편 46장 1~3절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

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

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음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

하리로다

– 이사야 40장 29~31절

† 기도

나의 피난처되신 주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나의 시선이 주님께 향하길 원합니다. 언제나 나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 변치 않게 하소서.

† 적용과 결단

힘들 때 당신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은? 당신이 가장 하나님을 의지했던 순간을 떠올리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