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편 23편의 주제찾기
너무나 잘 알려진 시편 23편을 읽어 보겠습니다.

1.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 가로 인도하시는도다
3.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로 인도하시는도다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5.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6.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시편을 읽으면 마음이 차분해 집니다. 내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아름다운 에덴동산과 같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니 말입니다. 게다가 풀하나 없는 건기의
유대광야에서 풀을 따라 헤메는 양과 같은 나를 그 푸른 초장과 연못으로 인도해 주시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냥 이 시편을 암송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시원해지고,
풍요로와지고, 평화로워집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이 시편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닐까 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처할 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그리로 인도해
주시니 말입니다.
그럼, 이 시편을 노래한 사람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도 마찬가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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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시편 23편을 운율에 따라서 읽다보면, 시편의 저자가 강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위에서 제가
나누어 놓은 것과 같은 운율이 생기는데, 히브리어 마소라 표기법 중에서

׀

는 이 부분을 강제로 끊어서

읽으라는 표시입니다. 쉽게 말해서 꼭 쉬었다가 가라는 의미입니다. 왜 굳이 이 부분을 쉬었다가
가야하냐면 이제부터 말하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이지요.
위에서 빨간색으로 강조한 부분이 이 시편의 저자가 강조하고 싶어서 쉬었다가 읽으라고 하며
시작하는 부분인데요. 우리의 시편 5절과 6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반드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 2 ***

위에서 강조한 붉은색 부분이 히브리어 액센트로 강조한 부분이라면, 파란색으로 표시된

ְשׁ ֽמוֹ׃

ְל ַ ֣מ ַען

(그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말은 운율로 강조하는 말입니다. 운율이 둘둘씩 엮이다가 3절에 가서 갑자기

한번 깨어지는 데요. 이렇게 시편에서 정형적인 운율이 깨어지는 부분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게 그렇게 좋은 곳으로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내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하여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삶에 좋은 일들과 소위 말해서 은혜와 복이 단지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기 위함이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성경의 시편을 이해하는 것을 양식비평이라고 합니다. 학교 다닐때에 궁켈의 양식비평
들어 보셨을 겁니다. 지금 위에서 보여드린 것은 양식비평의 아주 손톱의 때만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