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온장로교회 수요말씀묵상교재 20-09 

 
수요말씀묵상교재 (2020년 5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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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137장(신, 251장), 178장(신, 197장)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79편 1~13절을 천천히 교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1. 이 시편은 일종의 하나님께 드리는 호소문처럼 보입니다. 먼저, 상황을 설명합니다. 

2.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더럽히고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고(1절), 

이스라엘, 정확하게는 유다백성들은 죽이고, 길에 던져버려서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며 

새와 짐승이 예루살렘에 군집한 상황이 되며(2절), 유다백성들의 피가 흐르는 상황 곧, 

매장하지 못하는 급박한 상황이 되고(3절), 그로 인하여 유다는 주변 나라들의 

비방거리(놀램)와 조소(비웃음)과 조롱거리가 된 상황(4절)입니다. 이어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습니다. 어느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일어납니까라고 (5절). 그런데, 이렇게 

유다가 힘든 것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으로 망하게 되는 상황과 함께 하나님께 

대한 죄의 결과임을 유다백성이 확실히 알고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3. 호소가 마쳐지고 시편기자는 하나님을 향해서 요청을 드리기를, 이방나라에 하나님의 

분노를 쏟아주시라고 하면서(6절), 그 나라(바벨론)가 유다를 삼키고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유를 말씀드립니다(7절). 즉, 하나님께 대한 죄가 지금의 상황의 원인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울러, 열조의 죄를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유다를 

영접해 주시라고 요청합니다(8절).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하나님의 명성)을 위해 유다를 

도우시고 구원하시며 유다의 죄를 용서해 주시라고 간청합니다(9절). 시편기자가 

“하나님의 명성”을 거론한 것은 열방 곧,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빈정거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임을 밝히면서(10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수를 갚아주시라고 소호합니다(10절).  

4. 조금 더 나아가서, 유다가 죽음에서 회복되어 보존되게 해 주시고, 7배로 갚는 심판(충분한 

심판)을 이방나라(바벨론)에 갚아주시라고 간구합니다(11~12절). 그 구원의 결과로 

회복되는 유다는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와 찬양을 드리게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13절). 

5. 위의 9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명성”을 위한 회복요청은, 하나님의 명성이 조건적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이 되어야 하나님의 명성이 높아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히려, 

본문 속에 흐르는 정신은 유다는 “죄”로 인해 지금 지나는 나라의 패망이 당연하다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신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의 

하나님으로 또한 “은혜의 하나님”으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 은혜 묵상 

1. 코로나19로 인한 여러가지 복잡하고 힘든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지금까지의 우리의 삶을 돌아볼 기회를 가집시다. 잠시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집시다. 

2. 우리 삶 속의 “잘▪잘못의 유무와 경중”을 따지고 고백함과 함께, 언행심사(言行心事)의 

변화가 어렵고 불가능해 보이는 우리가 결국,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인하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소유하여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 대해 감사하는 시간, 지금의 

어려운 일들도, 시편기자처럼 하나님께 힘있게 맡겨드리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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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