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로역정 강해(37)
제목: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말씀: 시편 23:1-6

<본문-1>
겸손의 골짜기가 끝나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Valley of the Shadow of Death)
라고 부르는 또 하나의 골짜기가 나타났다. 천국에 이르기 위해서 이 골짜기의 한
가운데를 반드시 통과해야 했기 때문에 크리스천은 그곳을 지나가지 않을 수 없었
다. 이 골짜기는 매우 고독하고 인적 없는 곳으로서 일찍이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
곳을 “광야, 곧 사막과 웅덩이와 건조하고 음침한 땅,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땅, 사
람이 다니지 아니하고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렘 2:6)이라고 묘사했다(시 23:4).
그런데 이 골짜기에서 크리스천은 아볼루온과의 치열한 싸움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 시편 23:1-6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
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1) 여호와는 부족함 없는 나의 목자시라

시편기자 다윗은 주님과 일평생 동고동락을 해온 경험을 여기에 언급하고 있다. 그는 시
편 23편의 시작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한다. 다윗의
인생은 수많은 고난과 위기의 연속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여호와 하나
님이 목자 되셔서 인도하셨고, 그 인도는 자신에게 전혀 부족함 없었다고 고백한다.
2) 부족함이 없었다는 의미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안식 할 수 있는 물가로 인도하
셔서 자신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의에 길로 인도하셨다는 의미로 이런 고백을 한 것이다.

3)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인도라고 해서 평탄한 인도만 있는 것은 아니다. 다윗은 목자되
신 여호와께서 자신을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 것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
기로도 인도하셨음을 언급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찰마웨트’
는 직역하면 ‘사망의 그림자 골짜기’(the valley of the shadow of death)라 할 수 있다. 하
나님은 다윗을 때로는 죽음의 그림자가 잔뜩 드리워진 곳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셨다. 이런
장소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목자 없는 양떼가 사나운 짐승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는 장소를
지칭한다. 그러나 다윗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자신을 버려두지 않으셨다고 한다. 하나
님은 사나운 맹수들이 덤벼들 때,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하셨다고 한다.
4)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영광을 얻게 하심
- 다윗은 하나님께서 위기를 통해 도리어 원수들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잔치
에 사용하는 향유)를 부어 주셨다고 찬양한다. 고난의 시기, 위기의 시기가 도리어 영광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 됐음을 찬양한 것이다.
5) 하나님 은혜의 영원하심 찬양
- 다윗은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
원히 살리로다”라고 찬양한다. 하나님의 은택이 영원할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다.

*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광야를 지나가야 하듯이 하
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통과해야 할 곳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성도들에
게 지속되는 질병, 가난, 친한 사람의 죽음, 실망, 배신, 좌절과 실패, 악한 자들의
집요한 공격 등으로 매우 혼란스런 상태를 말한다.
내면적으로도 하나님이 떠나신 것 같고, 모든 위로가 사라졌으며, 구원의 감격
과 기쁨을 상실한 절망적인 상태를 말한다.
대부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여러가지 고통이 중복돼서 오는 경우가 많다.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주변사람들이 자신을 떠나
는 등과 같은 삼중고로 철저히 절망에 빠진 상태와 같다. 이런 상태가 되면 영적
침체와 심한 우울증,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회의(懷疑)가 엄습하곤 한다.
이 시간은 매우 외로운 때이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성도는 더 성숙해지고 하
나님께 대한 신뢰와 사랑이 더 강해진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과정 때
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 엘리야 신드롬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과 극적인 전쟁
을 승리로 장식하고 이 우상숭배 선지자들을 모두 칼로 죽였다. 그러자 분노한 이
세벨은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
라”(왕상 19:2)고 명령한다.
이 명령을 들은 엘리야는 얼마 전에 있었던 승리에 대한 감격은 사라지고 금새
극심한 낙심에 빠진다. 그는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주저 앉아 하나님을 향하여 “여
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
니이다”(왕상 19:4)라고 호소한다. 그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책망을 하신 것이 아니다. 천사를 통해 구운 떡과
한 병의 물을 주시며 위로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 번 반복하여 “네가 어찌
하여 여기 있느냐”(19:9,13)는 질문을 하신다. 이 질문을 직역하면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느냐”는 뜻이다. 이는 엘리야로 하여금 소명을 다시 일깨우도록 하는 말씀이다. 자신의
당하는 고난에 대한 의미, 사실 말해서 하나님의 소명 받은 사람이 자기 고난에 대한 의미
를 염두에 두지 않는다면 그 고난 자체에 낙심해서 주저앉게 된다는 뜻이다.
이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은 다음과 같이 반복된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이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
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
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10,14)
이런 엘리야의 대답은 하나님께 대한 특별한 열심 때문에 많은 다른 선지자들과 같이 죽
게 된 것처럼 자신도 이제 마지막 남은 희생자가 될 처지에 놓였다고 호소하는 것이다. 그
는 극심한 외로움과 절망 속에서 심한 영적 침체에 빠진 것이다.

이런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리더십의 전수함으로 새 힘
을 공급하신다. 그는 이제 혼자 사역하지 않고 다른 동역자를 얻게 된 것이다. 영적 침체의
시기에 충분한 휴식과 양식, 기도, 그리고 영적 동역자는 영적 회복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