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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할 수 없는 처지에서 하나님만 의지한 것을 보여줍니다.

2. 발악하는 울음도 있어
   울음에는 발악하는 울음도 있습니다. 다윗 이외의 다른 사람들의 
울음이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심히 울고 난 다음에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습니다.(6절) 이렇게 해서 다윗에게는 한 가지 고통이 
더해졌습니다. 
   성도는 자기 주위에 의지할 만한 것이 아무 것도 없을 때에 전적
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참조 대하 16:9; 시34:5; 50:15; 55:22) 
   다윗은 이렇게 힘을 얻은 다음에 삼가 조심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서 다
음 단계를 취하여 걸어가려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내가 이 군
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8절 상)이라고 물었고, 하나님은 “그
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8절 하)고 대답하
셨습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지만 그 즉시로 원수
를 치려는데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신자는 언제든지 삼가 조
심하면서 어떤 일에 있어서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 다음에 움직이
기 위해 먼저 기도하고 기다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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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FORMED FAITH
             Then you will know the truth, and the truth will set you free.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s and the earth.

진리의 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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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다시 사셨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표지설명 / 두 제자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
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
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 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
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달음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
에 이르러”(요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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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난 중에도 신앙을 지킨 다윗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  

  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  

  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 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

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

입고 용기를 얻었더라.(삼상 30:1-81)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앙의 
사람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합니까? 환난을 당한 다윗을 통해 이를 
알아보겠습니다.

1. 울 수 있는 자가 신앙으로 들어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를 따라 시글락을 떠난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의 거주지인 시글락을 습격하였습니다. 그들은 
집들을 불사르고 거기 있던 사람들을 모두 사로잡아 갔습니다. 시글락
으로 돌아와서 이 장면을 본 다윗과 그의 군인들은 심히 통곡하였습니
다. 그들은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4절) 울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때에 우는 것은 약자들이나 하는 일이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혹자는 다윗의 통곡은 일국의 대왕이 될 사람으로서 또는 군인으
로서 체통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 때에는 자신
은 울지 말고 우는 부하들을 위로하며 격려하는 자가 믿을 만한 지
도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울 수 있는 사람
은 울지 않는 사람보다 용이하게 신앙으로 들어갑니다. 
사람이 울 때에 그 심령이 부드러워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으나 그만큼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은 전연 없었고, 다음 페이지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