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온장로교회 수요말씀묵상교재 20-21 

 
수요말씀묵상교재 #21 (2020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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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377장(신, 449), 544장(신, 492장)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84편 1~12절을 천천히 교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복을 타고난 자들) 

1. 본 시편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진실로 영원한 복을 타고난 자들임을 드러내 줍니다. 

2. 9절의 “기름 부으신 자”는 왕을 말하는데, 왕이 있었을 때 쓰여졌을 것으로 여겨져서, 이 시편은 

유다(이스라엘)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기 전에 쓰여졌을 것으로 생각되고, 내용면으로 보면, 3대 

절기(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중 하나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가면서 함께 불렀을 것 같습니다. 

3. 2절에, 시편기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장막을 사모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장막(1절), 궁정(2절), 

제단(3절), 집(4절)이라는 표현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의 필요성과 갈급함을 나타내고, 이어서, 그 

함께함이 주는 안정감을 “사랑스러운지요”(1절)와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3절), 그리고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10절)라는 표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5~8절에서, 기자는 하나님을 “힘을 주시는 분”(의미적으로)(7절)과 

“기도를 들으시는 분”(8절)으로 묘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고 깊이있음을 보게 

됩니다. 9~12절에서, 기자는 그 백성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할을 “은혜와 영화를 주시는” 

“해”(11절)와 “방패”(9절, 11절)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함에서 

시작되는 보호하심과 돌보심, 그리고 공급하심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자인데 그들을 표현하기를, “주의 집에 거하는 자”(4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5절), “주께 의지하는 자”(12절)라고 합니다. 결국,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힘을 공급받으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요약됩니다.  

4. 유다가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거나,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심을 받았다고 한다면, 본문에서 표현되는 “복이 있는 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알게 됩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유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타고 난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그들의 생각과 행위와 관계없이 이러한 복이 

주어지기 때문이며, 그 복은 궁극적으로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유다 스스로는 이 “복이 

있는 자”의 자리조차 지키지 못한다는것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 주었습니다.  

5. 진실로 감사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구원에 

부족한 우리들을 넣어주시고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시면서, 복을 타고 난 자들로 삼으신 

것입니다. 오늘 시편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열망하고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거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 유다가 보여준 것처럼 불가능함 – 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품어주시고 동행하시며 돌보시는 것입니다. 

❖ 은혜 묵상 

1. 우리가 코로나19와 함께 여러가지로 몸과 마음이 힘들 수 있는 상황 속에 살면서 예수님의 

동행하심의 의미(복, 구원)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복(구원)을 

타고 난 자들”이 된 사실에 대해 잠시 생각하고 나누어 봅시다.  

2.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무언가 있어보인다고 여겨지는 것들(돈, 명예, 힘)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힘써 의지하면서 “복(구원)을 타고 난 자”의 삶을 걸어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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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