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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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ד ִמְז֥מֹור1  ְלָדִו֑
ה י ְיהָו֥ ִע֗ א רֹ֝ ֹ֣ ר׃ ל ֶאְחָסֽ

ֶׁשא ִּבְנ֣אֹות2 ִני ֶּד֭ י ַיְרִּביֵצ֑ ִני׃ ְמֻנ֣חֹות ַעל־ֵמ֖  ְיַנֲהֵלֽ
י3 ב ַנְפִׁש֥ ִני ְיׁשֹוֵב֑ ְנֵח֥ ֶדק ַיֽ ַען ְבַמְעְּגֵלי־ֶצ֝֗  ְׁשֽמֹו׃ ְלַמ֣
ְך ַּג֤ם4 י־ֵאֵל֨ ֶות ְּבֵג֪יא ִּכֽ א ַצְלָמ֡ יָר֤ ע לֹא־ִא֘ ה ָר֗ י ִּכי־ַאָּת֥  ִעָּמִד֑

ָך ִׁשְבְטָ֥ך ָּמה ּ֝וִמְׁשַעְנֶּת֗ ִני׃ ֵה֣ ֲחֻמֽ ְיַנֽ

ְך5 י ַּתֲערֹ֬ ן ׀ ְלָפַנ֨  ֶגד ֻׁשְלָח֗ י ֶנ֥ ְנָּת צְֹרָר֑ ֶמן ִּדַּׁש֖ י ַבֶּׁש֥ אִׁש֗ ֹ֝ י ר ְרָוָיֽה׃ ּכֹוִס֥
ְך 6  ׀ ַא֤

ֶסד ֤טֹוב י ִיְ֭רְּדפּוִני ָוֶח֣ י ַחָּי֑י ָּכל־ְיֵמ֣ ה ְוַׁשְבִּת֥ הָו֗ ֶרְך ְּבֵבית־ְי֝ ים׃ ְלֹא֣ ָיִמֽ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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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ען ְלַמ֣

ְׁשֽמֹ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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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