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레미야 애가 소개 
신시아 에릭슨(Cynthia Eriksson) 박사는 슬픔, 고통, 애통함을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며 예레미야 

애가를 소개합니다. 
 

저는 신시아 에릭슨(Cynthia Eriksson) 박사입니다. 심리대학원 PsyD 프로그램의 

학과장입니다. 그리고 임상 심리학 교수입니다. 저의 연구 분야는 트라우마, 심리적 

트라우마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일에서, 저는 고통과 비극과 깨어짐과 악과 슬픔의--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공간으로 빠져듭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것들을 함께--탐구할 

수 있는 보기 드문 기회입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가 있기 전까지 예레미야 애가가 사실 5 개의 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 시들 중 4 개는 삼행시처럼 되어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의 알파벳 22 개 모두가 예레미야 애가에 수록된 4 개의 시들 각각에 

대한 스탠자(stanza, 시구)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섯 번째 장은 그런 양식을 쓰지 않지만 여전히 한탄하는 시입니다. 모두 조가(弔歌

)입니다. 장례식의 만가(輓歌)이고, 깊은 고통을 표현하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입니다. 정말 끔찍한 일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상처를 받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하셨는지,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내버려 두셨는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작가들, 시인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울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로서 그리고 특히 트라우마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이상하지만, 저는 이 시들이 우리의 성경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쁩니다. 

우리가 솔직해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시들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부르짖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에만 한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에도 있고, 욥기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자라면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공급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에 중점을 두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모두 중요한 하나님의 특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거나, 



	

	

하나님이 우리의 절규를 듣지 않으시거나, 우리가 죄의 결과를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죄이든지 우리가 믿었던 거짓이든지요. 우리의 
삶에는 고통스럽고 파괴적이고 혼란스러운 결과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가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애가에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는 이 책이 

해피앤딩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긴장과 불확실성으로 끝납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마지막 부분인 5 장 19-22 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시니이다"  
 

사실 우리는 기독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사이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을 확신하지만, 우리가 있는 공간에서는 그것을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 하고, 아직 하나님이 

움직이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저에게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애도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 불확실성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솔직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느끼거나 경험하고 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혼란스럽고, 어쩌면 

소름끼치는 것들을 기꺼이 열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솔직할 수 있습니까? 

공동체로서 앞으로 나아가 정의를 외치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우리가 되고자 하는 

복음주의자가 되지 못한 것을 한탄할 수 있습니까? 결과를 분명히 알지 못할 때에도 

여전히 애도할 수 있습니까? 그 사이에서 바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저의 
기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