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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말씀묵상교재 (2020년 3월 25일) 

 

진행순서 : 찬송 ➔ 기도 ➔ 성경봉독 ➔ 말씀묵상 ➔ 은혜묵상 ➔ 개인/ 합심기도 ➔ 주님기도 

 

❖ 찬송가 – 434장 (신, 384장), 442장(신, 569장)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성경봉독 – 시편 46편 1~11절을 천천히 교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1. 본 시편은 하나님을 피난처로 세 번이나 분명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시편임을 알게 

됩니다. 

2. 1~3절은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 특히, 2~3절에서 표현되는 것은 일종의 천재지변입니다. 그러한 상황 앞에서도 두려워 

아니할 것이라고 시편기자는 고백합니다. 이러한 천재지변이 바로,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기치 않았던 그러나 매우 강력하고 파괴적이어서, 핵무기와 

흡사한 두려움을 야기하는 것입니다. 

4. 4~7절은 세상의 나라들이 서로 위협이 되고 서로를 힘들게 하는 상황 소위 정치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 8~11절은 세상 가운데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6. 이 중에, 1절과 7절과 11절은 이 시편기자의 개인적인 신앙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다양하고 복잡하고 어렵거나 두려운 상황들이 삶에서 펼쳐지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주이시며 인도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7. 그런데, 이 중에서, 한 가지 언급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찌어다”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하나님 됨”은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의 기대대로, 그리고 그 보다 더 큰 모습으로 나타내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8. 이 하나님께서 없으시다면, 고라자손의 고백도 헛것이며, 이 모든 기대와 소망도 헛것이 

됩니다.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러한 의미에서, 바로 10절에 나타나는 하나님 

당신의 설명 곧, “하나님 됨”에 대한 선포인 것입니다. 

❖ 은혜 묵상 

1.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이러한 고백이 있으신가요?  

2.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3. 지금 지나가는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 속에서도, 이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는가요? 믿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을 해야 할까요?  

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써, 코로나19와 우리의 삶의 숙제를 맡길 수 있습니다. 

❖ 기도하기 – 묵상한 내용을 살피면서, 천천히 기도하신 후, 주님기도로 묵상을 마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