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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말씀묵상교재 (2020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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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245장(신, 210장), 516장(신, 427장)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14편 1~7절을 천천히 교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가난한 자의 시온) 

1. 본문은 다윗의 시편 중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을 “시온”이라는 장소를 

매개체로 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 등장하는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곧,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임을 드러냅니다. 자연스럽게 “선을 행”하지 않고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다고 합니다. 그 환경은 하나님을 찾는 자 곧, 믿으려는 자는 없고 다 “더러운 자” 곧, 

“죄인”이 되었다고 3절이 드러냅니다. 계속되는 그들의 행위 속에, “내 백성” 곧, “하나님의 

백성”을 떡 먹듯이 먹는다고 합니다(4절). 이것은 약탈을 하거나 극도로 힘들게 만드는 상황을 

말합니다. 이렇게 보면, 1~4절은 세상에 있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안하무인(眼下無人)”격으로 행하는 무질서와 행패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2. 그러한 상황 속에서, 소위 고난을 당하는 자들인 “의인”(“하나님의 백성”)에게 큰 위안이 

주어집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의인의 세대” 곧, “의인”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5절). 6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심으로써, “함께 하심”이 가지는 의미를 부각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시는 바로 그 상황은 “너희(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가 “가난한 자(하나님의 백성)”의 계획을 부끄럽게 좌절시키는 상황 곧, 눈에 보이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힘들고 좌절되고 주저앉고 분노하며 절망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심은 그 모든 감정들과 아픔들을 다 막아내시는 

상황이라기 보다는 그 모든 것이 함께 섞여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전히 힘들어 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그저 그 상황에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다윗은 그 하나님께서 계신 

곳의 상징인 “시온”을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피난처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것을 놓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야곱(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시는 모양으로 묘사하는 것입니다(7절). “고난과 구원이 함께 존재함”을 그리는 것입니다. 

3. 여기에서 “가난한 자”는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여러 다른 대명사 중 하나로 예수님께서 

확증하신 바에 따라, “심령” 곧, “마음이 가난한 자”가 됩니다(마 5:3). 자신 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반대편에서, 자신의 삶을 어찌할 수 없어 힘들어 하며 좌절하며 

절망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시온”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을 갈구하는 자 곧,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를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발버둥칠 때, 여러가지 악하고 

어렵고 분노가 이는 힘든 시간을 지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시온에서 함께함”으로 구원을 

이루셔서, 그들이 계속 그 걸음을 당당히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 은혜 묵상 

1.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코로나19, 인종차별로 인한 시위, 그리고 우리삶 속의 어려운 일들이 

“악을 행하는 자”처럼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는 안힘들게 하셔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질문이 있지 않으신가요? “고난과 구원이 함께 존재함”에 대해 나눠봅시다. 

2. 여전히 존재하는 “어려움” 속에서, 가난한 자 곧,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기억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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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