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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고통을 만나면 자연적으로 묻게 되는 질문 있습니다. 바로, “왜?”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인과관계(因果關係)”에서 나오는 질문으로서, 고통의 이유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이기에 이러한 고통이 나의 삶에 발생하였는가? 무엇이 얼마나 잘못되었길래 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 악한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고 장수하고 히히덕 거릴 수 있는가?” 등등의 질문들이 우리의 입가와 뇌리에서 떠나지 않지요.  

욥은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돌보시고 복주시고 풍성케 하신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을 확신하는 사림이었고, 심지어 그 심판이, 그 결정적인 선악간의 구분이 죽음 이후에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면서 억울하기 짝이 없는 지금의 고통을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며 그 심판의 

때를 기다리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가 잠시 자신의 과거의 그 화려했던 시간들, 하나님께서 자기자신의 친구처럼 

친근하게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이끄셨던 시간들을 추억하면서, 돌연, 바로 이 “인과관계”의 굴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그럴만한 조건을 가졌기에(원인),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결과)”는 주장이 우리가 살핀 본문 속에 드러났습니다. 그 말은 곧, 지금 이러한 욥의 

고통은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고통을 받으면 안되는 것이지요.  

그 말씀은 욥의 이중인격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가진 고질적인 사고의 틀인 

“인과관계”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견고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떠나지 못한다는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우리가 잘 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원하고 그에 대한 상을 주시기 바라는 마음이 있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합당한 벌을 내리시기 원하는 마음이 있지요. 

그 인과관계를 고수하셨던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파하신 사건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 사건에서, “죄의 삯은 사망(최악의 고통)”이라는 

인과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부으셨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원칙을 재천명하셨습니다. 

그것은 고통 가운데에서 “왜?”를 외칠 수 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를 물으며, 원인을 

다른 사람과 환경에서 찾거나 스스로에게서 찾아서 무너지게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만을 감사하고 지금의 고통의 문제 모두를 진솔하게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리에 

서도록하는 인도와 격려가 됩니다. 친히 그 고통의 문제를 아시고 동행하시며 담당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확신하며 의지하도록 말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임을 알고 

그 자리에 함께 서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묵묵히 걸으시는 시온가족이 되시길 기도드립니다! 

❖ 함께 나눌 소식 

a. 장로후보교육이 익명(匿名)으로 5월 2일부터 시작되어 10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온을 세우시는 과정이 되도록 함께 기도를 모아주십시오!  

b.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께서는 반드시 “코를 완전히 덮는 마스크착용”과 

“사회적거리두기”를 준수해 주셔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시온장로교회 당회 배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