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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윤 (제이어스 미니스트리) 

 

이 책으로 인해 나의 신앙에서의 영성이 크게 변화되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하나님

을 바라보는 관점 즉, 평범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훈련시키고 변화시키며,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 계획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어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눈

을 뜨게 되는 순간이었다.  

책을 읽은 후 생각해보게 되었다. 현세를 사는 영성이란 뭘까? 비현실적인 믿음의 속성

을 어떻게 지금 현실세계에서 펼쳐 나아갈 것인가? 물론 삶에서 만나게 되는 인생의 크

고 작은 과제들을 오직 자기의 힘과 지혜를 의지해 풀어가는 것이 익숙한 보통 사람들에

게,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식하고 그분의 말씀을 항상 의

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임을 잘 안다. 그러나 이 책의 제목대로, 다윗의 삶을 통해 

그 둘 사이에 균형감각이 존재 할 수 있음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기억에 남는 장면을 몇가지 떠올려 본다. 아무도 감히 나설 수 없도록, 모두가 두려워하

는 골리앗과의 전투 앞에서 아이러니 하게도 평안한 모습으로 무릎을 꿇고 시냇가에서 

돌 몇 개를 줍는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골리앗 너머에 계신 더 커다란 하나님을 볼 

수 있었던 그의 상상력을 생각 할 때, 우리가 얼마나 현실적인 감각에 갇혀 더 크신 하



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었다. 어느 순간 나

도 모르게 다윗의 형들처럼 냉소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게 되었

다.  

또한, 나발에 대한 분노에 가득 찬 다윗을 보며, 바로 앞장과 뒷장에서 하나님의 관대함

을 입고 사울을 용서했던 그 다윗이, 그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는 일에 이렇게나 

치졸할 수 있다는 것을 보며, 참 남의 이야기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이 택

하시고 기름 부은 다윗과 같은 위대한 사람도, 그저 현실적이고도 불완전한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숨김없이 보여준다. 분노에 가득 차 어쩌면 하나님에 

길에서 크게 벗어날 수도 있는 우리에게 마치 다윗 앞에 무릎 꿇은 아비가일이 나타난 

것처럼, 감사하게도 성령님은 여러가지 통로를 통해 이 길을 끝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

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 외의 여러가지 이야기를 통해, 때로는 고난과 슬픔을 통해 다윗을 일깨우시고, 절망

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심으로, 그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 

가시며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 모든 것

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에 있다. 다윗의 인생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세계관을 통해 현실세계에서 보여지는 것 너머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안내해주었다. 

마치 딱딱하고 굳은 마음과 차갑고 편협한 시선으로 현실주의자가 되어 비관의 틀에 갇

혀 살 뻔했던 나를 작은 새장에서 꺼내어 넓은 하늘로 놓아 주듯, 하나님의 시야 라는 

상상의 날개를 달아주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의 한계를 넘어 더 큰 안목으로 삶을 인

도하시며, 택하신 사람들의 인생을 통해 그분의 섭리를 아름답게 펼쳐 가시는 크고 놀라

우신 하나님이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