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온장로교회 수요말씀묵상교재 20-20 

 
수요말씀묵상교재 #20 (2020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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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188장(신, 494), 199장(신, 265장)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82편 1~8절을 천천히 교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하나님의 일어나심) 

1. 본 시편은 세상에 있는 불의와 악의 상황 속에서 절대적 심판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합니다. 

2. 1절에 언급된 “하나님의 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정”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 법정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재판장들”이라고 합니다. 2~4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2절에, 불공평한 판단을 행하고 악한 자들의 편을 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돌아선다면, 그들은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고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푸’는 것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3절). 재판장들 (또는 기득권을 가진 

힘있는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하는 정의구현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러한 당연하지만 현실에서 먼 상황을 놓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하시는 것이 

4절입니다. 그것은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해 내는 

상황 또는 장소는 “악인들의 손”입니다. 2절에서 잘못된 재판을 행하는 자들이 손을 잡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약한 자들과 억울한 자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3. 5절에서 지칭하는 “저희”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상인 “재판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정의”를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지만, 그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무지무각”한 채, 어두움 속에 그대로 다니고 있음을 지적하십니다. 그들의 그러한 걸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모든 땅을 말하는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고 즉, 무질서를 

만든다고 하십니다. 6절의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달려가는 재판장들을 향해 그들의 존재의 의미를 분명하게 밝혀주십니다. 그러한 힘있는 자들로 

여겨지는 재판장들은 가나안땅의 신화에 의하면, “신으로 여겨지고 신의 아들들”로 여겨졌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 개념을 가지고 그 재판장들이 자신들이 생각할 때는 그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자만하겠지만 그들은 “결국 죽는다”고 그들의 운명을 비웃으시듯이 선포하십니다(7절). 즉, 

그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부귀영화로 칭해지는 것들이 마치 영원할 줄 알고 그것들을 추구하지만, 

결국, 그들의 끝은 “죽음”이며, 그것은 소망이 아닌 절망의 죽음임을 못박으시는 것입니다.  

4.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아삽은 자신의 말로 이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그것은, 여전히 

이러한 악하고 잘못된 사람들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일어나주시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8절). 다른 말로는 이 악하고 잘못된 상황을 정의로 

심판하여 주시라는 간청인 것입니다. 

❖ 은혜 묵상 

1. 우리가 때로는 이 재판장들처럼, 세상의 부귀영화에 목숨을 걸고, 옳고 그름을 가리지 않고 

이루려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있지는 않는지요? 잠시 묵상하고 나눕시다. 

2. 우리가 때로는 가난한 자와 고아, 곤란한 자, 빈궁한 자, 궁핍한 자처럼, 억울하고 비통한 삶의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도 그 원인 중에 하나이지요.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본문을 

통해 발견하는 “소망”은 “하나님의 일어나심” 곧,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심판의 존재함이 

우리의 억울함을 달래주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의 용기를 

주십니다. 그 자리에 더욱더 견고하게 서도록 다시 한 번 기도로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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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