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온장로교회 수요말씀묵상교재 20-11 

 
수요말씀묵상교재 (2020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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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141장(신, 143장), 188장(신, 494장)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60편 1~12절을 천천히 교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구원다운 구원) 

1. 이 시편의 배경은 1절 앞 부분인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염곡에서 쳐서 일만 이천 인을 죽인 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람”은 

“시리아” 즉, 앗수르(앗시리아)보다 먼저 있던 나라를 말합니다. 아람 나하라임은 메소포타미아 

즉, 당시로부터 몇 백년 후에 세계의 패권을 잡게 되는 바벨론 지역에 살던 아람사람을 말합니다. 

“나하라임”은 “강들”이라는 의미로 유프라테스강과 티그리스강을 말하는데, 그 지역이 

바벨론이기 때문입니다. 아람소바는 시리아 중부지역의 아람사람을 말합니다. “소바”는 

이스라엘 북쪽의 “다메섹” 근처에 있는 하나의 나라였습니다.  

2. 그 역사적 배경은 사무엘하 8장 1~14절과 역대상 18장 1~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소바의 왕 “하닷에셀”이 세력을 구축해서 다윗과 전투를 하려고 유프라테스강가에 있을 때 

다윗이 추격하여 유프라테스강 근방에서 전투하여 대승을 거두고, 이어서 그를 도우러 온 

“다메섹”의 아람인들에게 승리를 거두어 북쪽 아람과의 관계를 “주종관계” 즉, 아람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관계로 확정지어 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윗이 

요압(아비새)과 군대를 파견하여 염곡(소금 골짜기)라는 지역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죽이고, 

에돔과도 주종관계를 확정짓게 됩니다.  

3. 그러한 가운데, 즉, 승리가 이어지면서 이스라엘이 견고해져 가고 있을 때, 이 시편이 

쓰여졌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회술(회상)입니다. 예전에는 이스라엘이 안정적이지 않았는데 

지금은 회복하여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1절에 기록합니다. 2~3절은 오늘까지 오면서 힘들었던 

시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루어지는 승리를 묵상하면서, “’주를 경외하는 

자’(곧, 다윗)에게 기를 주시고 진리를 위해 달게 하셨다”고 4절에 고백합니다. 연이어 “주의 

사랑하시는 자”(곧, 다윗)를 하나님의 오른 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라고 5절에 기도합니다.  

4.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일 때, 그 승리의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다윗이 아름답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근거는 6~8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므로, 그 주권에 의지하여, 다윗은 지금의 전투의 걸음과 앞으로의 승리로 

인한 “구원”을 9~12절에서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의 힘에 좌지우지되고 항상 

불안정한 승리를 바탕한 구원이 아닌, 재대로 되고 완전히 이루어진 “구원다운 구원”을 

말입니다. 

❖ 은혜 묵상 

1. 우리의 삶에서 코로나19와 미국 안에 번지는 인종차별로 인한 시위(그리고 폭동)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하면서, 한 걸음씩 우리의 

삶과 가정과 사회와 교회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면서 

내(우리) 안에서 “구원(승리)”이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봅시다!  

2. 이제,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 세상의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께 기도로 맡기며 “주권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도록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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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