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의지하는 칼과 창, 그리고 단창
교회의 청년들과의 모임 중에 지난 한 해의 나의 모

육의 문제도 그랬습니다. 뒤돌아 보면, 어느것 하나

습을 떠올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나는 어떻게 지난

제가 제 힘으로 이룬 것은 없습니다. 그때마다 놀랍

한해를 살아 왔는가?" 내게 있어던 큰 변화도, 큰 진전

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도, 그렇다고 대단한 시련이라고 부를 만한 것도 마땅

문제에 맞닥뜨릴 때에는 곧바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제 삶은 은근한

그런데 그렇게 문제와 시련을 넘기고 나면, 이 고백과

내리막길이 아니었나 합니다. 내가 걷고 있는 길이 평

간절함을 곧 잊어버립니다. 그리고는 "내가 했다!"를

지인줄로 착각하지만, 나도모르는 사이에 은근한 내

외치지요. 그리고 이 결과를 얻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리막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아, 이 길이 아

노력했는지를 보여주고 싶고, 곧 손에 잡을 수 있을

니구나!"라는 것을 알고 뒤돌아서서 다시 온 길을 거

것같은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칼과 창과 단창을 닦

슬러 올라가면 너무나 힘이 들어요. 분명히 내 눈에는

고 갈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전쟁터에 그것

평지인데 걷는 것이 힘이들거든요. 은근한 내리막길

을 들고 나가지요. 마치 골리앗처럼!

을 걸어왔으니, 은근한 오르막길을 다시 걸어올라가
야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잖습니까?

헬스로 다져진 다부진 몸매, 원래 부터 타고난 육중한
체격, 고도의 기술력으로 빚어진 무기. 도무지 질래야

제 삶을 돌아보며 고백할 수 있는 말은, "혼자서는 못

질 수 없는 완벽한 조건과 준비를 갖춘 골리앗이 되어

해요. 하나님이 있어야 해요. 그 분이 하셔야해요." 입

서는 전쟁터에 나가지만, 결과는 뻔합니다. 돌아 맞아

니다. 제 건상의 문제도 그랬고, 제 학업의 문제도 그

죽겠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서는 아직 전쟁에 나

랬습니다. 제 가정의 문제도 그랬고, 제 아이들의 양

설 나이도 되지 못한 소년 다윗, 준비되어 있지도 않

[골리앗의 키] 골리앗의 키는 얼마였을까? 길이의 단위는 시대별로 제 각각이었기 때문에 골리앗의 키를 유추하기기 쉽지 않다. 골리앗의 키
에 대해서는 현대의 독자 못지 않게, 시대를 걸쳐서 많은 성서의 연구자들이 그 키를 추정해 왔는데, 가장 오래된 본문에 속하는 칠십인경 성경
(LXX-Vaticanus, Alexandrinus. 기원후 4세기), 사해사본 (DSS-4QSama, 기원후 1세기), 그리고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기원후 1세기)에서
는 골리앗의 키를 약 202cm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후대의 전통 (심마쿠스 Symmachus 3세기, 라틴어 성경 Vulgate 5세기, 마소라 전
통 Masoretic Tradition 10세기) 에서는 골리앗의 크기를 더 크게 설정하여서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훨씬더 극대화하려고 하였다. 골리앗의
키는 오늘날 장신 농구 선수의 키인 약 2미터 내외로 보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지지한다.

[아세가에서 바라본 엘라골짜기] 골짜기를 따라 좌측으로 아세가를 돌아쳐 나가면, 블레셋의 도시들로 가는 관문이다. 그리고 사진의 오른쪽에
굽이치는 넓은 골짜기가 블레셋 사람들이 진을 쳤던 장소였을 것이다.

고 자격도 없다고 내가 비웃던 그이에게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나"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
로 내게 나아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
로 네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화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
리라."

(삼상 17:45, 47)는

말씀에 열광하면서 정작 최신

식의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내가 싸워 이기겠노라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골리앗이 "저"입니다.
아세가 (삼상 17:1)에 올라서서 골리앗과 다윗이 서로 맞
딱뜨렸던 엘라 골짜기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스라
엘의 군사들을 바라보고, 그 중에서 어린 소년이 양
을 치던 복장을 하고 손에 무언가를 쥔 채, 저를 이겨
보겠다고 나오는 모양을 보고 비웃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