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온장로교회 수요말씀묵상교재 20-04 

 
수요말씀묵상교재 (2020년 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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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367장 (신, 341장), 487장(신, 369장)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10편 1~18절을 천천히 교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1. 본 시편에서, 시편기자는 매우 파격적인 표현으로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본인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의 아픔이 얼마나 크고 고통스러운 지와 상황이 긴박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 그는 하나님께서 숨어계신다고 표현합니다(1절).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숨어계시는 때가 

환난이 벌어진 때라고 표현합나다(1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환난”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더 타당해 보이고 어울려 

보이지, “환난”에서 숨어계시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색하게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3. 2절부터 11절에는 이 환난의 장본인이 되는 소위 “악인”이 묘사되고 있고, 그 악인이 하는 

행동과 말과 그 결과 등을 기록하면서, 왜 지금 이 시편을 쓰는 기자가 경험하는 환경이 

환난인지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기자는 이 “악인”이 급기야 

하나님을 업신여긴다고 11절(저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 얼굴을 

가리우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에 언급합니다.  

4. 그러면서, 12절에서 18절에는 이 환난을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시편기자의 믿음과 왜 그렇게 고백하는지 그 이유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인생의 

어떠한 부분에 영향을 미치실 수 있으신 분이신지 곧, 어떠한 부분에서 구원을 베푸실 수 

있는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5. 먼저, 그는 자신 또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련한 자”(2, 8, 9절), “무죄한 

자”(8절), “외로운 자”와 “고아”(14절), 그리고 “겸손한 자”(17절)와 “압제 당하는 

자”(18절)로 표현하면서 상황이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 속에서 “악인의 무리”를 대변하는 “열방”(이방나라)을 

멸망시키셨던 사건을 하나님께서 구원자가 되신다는 증거로 기록합니다. 숨어 계시는 듯 

보이는 하나님, 그리고, 악인들이 “하나님이 없다”(4절)하고 “얼굴을 가리셨다”(11절)고 

말하면서 비아냥거렸던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역사이고 열방에게는 멸망의 역사, 사건을 말입니다. 

7. 마지막으로, 그는 그 하나님께서 위에 기록된 이스라엘을 대변하는 대상들 (예, 외로운 

자)이 지나가는 삶에서의 문제들을 극복하게 하신 것을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삶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영원한 구원자가 되셔서, 이스라엘의 

영혼의 문제를 극복하도록 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 은혜 묵상 

1. 우리가 지금 지나는 상황 속(코로나19와 개인과 가정의 문제)에서 하나님께서 당장의 

해결책이 안되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마치 숨어계시는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영혼의 문제를 책임지시는 분이셨음을 

증거하는 이 시편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 번, 하나님 아버지께 코로나19와 개인과 가정의 

문제를 기도로 맡기도록 격려하며, 지키시고 해결하시고 회복하실 것을 기대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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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