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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말씀묵상교재 (2020년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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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102장(신, 94장), 94장(신, 96장)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76편 1~12절을 천천히 교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1. 본 시편의 기자인 아삽은 유다 곧,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백성에게 하나님은 익히 잘 

알려지신 분이시고, 위대하신 분으로 확증된 분이시라고 선언하면서 시작합니다(1절). 

그렇게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을 이스라엘의 중심인 “살렘”(의미: 평화)이면서 “시온”이라 

불리는 곳에 삼으셨다고 표현합니다(2절).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2. 이렇게 유다와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머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분으로 3~10절에 묘사가 됩니다. 먼저, 화살과 방패와 칼과 전쟁을 

깨치십니다(3절). 모든 전쟁을 멈추신다는 의미입니다. 전쟁을 종결하고 돌아오시는 

모습을 영화롭다고 묘사하고 장엄(존귀)하시다고 표현합니다(4절). 마음이 강한 자 곧, 

용맹하다고 하던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탈취를 당하고 자기 잠을 자게 되고(무덤에 

뭍히게 되고) 제 아무리 장사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한다고 

표현합니다(5절).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특별하신 하나님 곧, 야곱의 하나님의 

꾸짖으심으로 인하여, 병거와 말이 다 깊은 잠이 들었다고(벌벌 떨거나 죽었다고) 

설명합니다(6절). 하나님의 강함이 보입니다. 이어서, 아삽은 이 하나님을 “주”로 

부르면서, 자신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즉,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하는 분이시고, 

진노하시면, 아무도 그 앞에서 살 수 없는 무서운 분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7절). 

계속해서, 아삽은 시온과 살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온유한 자”(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하늘에서 땅을 향해 판결을 선포하시는 심판자가 되심을 나타냅니다 

(8~9절). 이렇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하는 사람들의 분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실 것이라고 선언합니다(10절). 

3.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서원(약속)한 것을  갚고(드리고),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두려움을 예물을 드림으로 인정하라고 하십니다(11절). 

서원은 중요한 약속을 의미하지만, 그 의미를 찾으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니, 그 하나님의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4. 그 안전하게 지켜짐은 “평화”를 가져오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장소를 

“살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동시에,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온살렘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기에 평화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 은혜 묵상 

1. 코로나19로 인한 여러가지 힘들고 고달프고 외롭고 아프고, 낙담과 좌절이 몰려오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가 갈급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안에서 “시온살렘”이 되었다는 사실(본문에서는,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우리가 시온살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2. 이 상황 속에서, 우리교회의 이름처럼, 평화가 넘치는 “시온”으로  서도록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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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