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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그런 사이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틈만 나면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수시기도는 말 그대로 ‘수시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틈틈이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기에 ‘틈

새기도’라고 별칭을 붙일 수도 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나 웹툰을 보는 대신 잠시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아버지’ 하고 

불러보면 어떨까. 마음의 시선을 주님께로 옮기고 잠시라도 그분과 시간을 가져보자. 점심시간에도 

산책로를 걸으며 나직이 주님을 불러보라. 사실 스마트폰에서만 눈을 떼어도 주님께 시선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꽤 많아진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틈만 나면 연락하고 싶다. 그 사람의 일상이 궁금하고, 내게 기쁘고 슬프고 힘

든 일이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연락하고 싶다. 하나님과 그런 사이가 되어보면 어떨까. 틈날 때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내 이야기를 시시콜콜 건네기도 하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자꾸 생각하다 보

면 주님과 가까운 사이가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

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시 116:1,2)

언제나 내게 귀 기울이시는 분이 있다니 어찌 그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시편 기자의 고백이 

내게는 이렇게 들린다.

“당신은 항상 내 음성과 마음에 귀 기울여 주시는군요. 그런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난 평생 당신

과 함께하며 당신과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내가 부르면 귀 기울여 주시는 것이 가능하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신

가! 하지만 사람은 이렇게 해줄 수 없다. 그럼에도 서로 요구하다가 실망하고 싸우기도 한다.

나도 남편에게 이것을 바라다가 실망하고 다툰 적이 있다. 그는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지만 언제 어

디서나 달려와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는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시며, 언제 어디서나 

내게 귀 기울이며 함께하신다.



심지어 나를 지으시고, 나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다. 과거에는 이런 주님의 사랑을 당연히 안다고 

생각하면서도 내 일상 가운데 작은 틈도 그분께 내어드리지 않았다.

틈만 나면 스마트폰 속을 서핑하고 다녔고, 원하는 일에만 시간을 쓰기 바빴다. 얼마나 이기적이고 

배은망덕했는지 모른다. 하지만 내 일상을 주님께 조금씩 내어드리고 그분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달라졌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니 남편의 사랑을 갈구하기보다 오히려 그를 배려하는 마

음의 여유가 생겼다.

당신도 일상의 틈새를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내어드려 보라. 잠시 눈을 감고 ‘아버지’를 부르고, 

그분께 시선을 옮기며 다만 몇 마디라도 주님과 대화를 나누어 보라. 당신의 일상으로 주님을 초대

하라.

‘다윗’은 수시기도로 삶을 가득 채운 사람이었다. 그의 시편은 수시기도의 생생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기도책이다(수시기도뿐 아니라 모든 기도를 배울 수 있다). 그는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자를 이렇게 

정의한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

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 1:1-3)

여기서 ‘묵상’은 히브리어로 ‘하가’ 즉, ‘소리를 내다’라는 뜻이다. 다윗은 밤이나 낮이나 수시로 소리 

내어 주님의 말씀을 읊조렸다. 주님의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며, 온종일 그분을 생각하

면서 불렀다.

그는 자신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빗대어 표현한다. 상상해보라. 잔잔한 시냇가에 깊이 뿌리내려 

양질의 양분을 공급받는 나무의 자태를. 추운 겨울을 너끈히 이겨내고, 봄이 되면 싹을 틔우고 꽃 피

우며,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계절마다 아름답게 자라나는 나무처럼, 밤이나 낮이나 수시로 주님을 생각하며 그분의 이름을 부르

는 자는 인생의 계절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반면 그렇지 않은 자는 바람 따라 이리저리 나부

끼는 마른 잎사귀와 같다.

마치 주님을 주일에만 만나던 과거의 내 모습과 같다. 나는 상황 따라, 걱정 따라, 세상 즐거움 따라 

오르락내리락, 이리저리 마구 나부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생각하지도 않아서 생긴 당연

한 결과였는데도 어리석은 불평을 쏟아냈다.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신가? 왜 내 기도에는 응답하지 않으시지?’

물론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렇다고 그때마다 바람에 나부끼는 나뭇잎처럼 살 수도 없다. 

당장 이 바람을 멈추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지만, 잠깐 바람이 멎는다 한들 다시 바람이 불면 정신없

이 나뒹굴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과 함께하는 삶은 바람에 나뒹구는 잎사귀와 다르다. 추운 겨울이 

되어 앙상해져도 뿌리를 통해 계속 공급받으며, 그 겨울을 견딜 수 있다.



빛 되신 주님께서 내 일상으로 들어오시고 그분과 사귐이 점점 늘어나면서 내 얼굴에도 그분의 빛

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특별히 일이 잘 풀리거나 좋은 일이 생겨서가 아니었다. 나는 여전히 크고 작

은 씨름이 반복되는 일상을 살고 있었다. 하지만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되니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의 빛이 내게서 나타났다. 신기하게도 내가 말하지 않아도 주변에서 먼저 알아차렸다.

이제 바람이 불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수시로 기도하고 언제나 주님

과 함께하는 수시기도자가 되어보자.

유예일 / 규장

† 말씀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 시편105편 4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 히브리서 12장 2절

† 기도

하나님, 틈만 나면 스마트폰을 보고 원하는 일에만 시간을 쓰기 바빴던 저입니다. 이런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이제 주님께로 시선을 옮기고 대화하고 싶습니다. 다윗처럼 수시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 적용과 결단

당신은 주님을 언제 만나십니까? 혹시 주일날에만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없음을 그분께 돌리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이 당신의 일상에 들어오시도록 그분을 초대하십시오. 

그럴 때 내 삶에 빛이 임합니다. 수시기도로 도전해봅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