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온장로교회 수요말씀묵상교재 20-24 

 
수요말씀묵상교재 #24 (2020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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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245장(신, 210), 248장(신, 550장)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87편 1~7절을 천천히 교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시온출신) 

1. 본 시편은 고라자손이 지은 시로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시온”의 영광스러움, 영향력, 그리고 

영원함을 노래하며, 시온이 그렇게 세워지고 지탱하고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유를 보입니다. 

총 7절의 짧은 이 시편 속에, 매 절마다 “시온”과 그에 해당하면 표현을 집어 넣어서, 이 시편은 

“시온”과 “시온출신”을 설명하고 나타내기 위한 시편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 1절의 “기지”는 “기초”를 말합니다.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세우신 그 “시온”은 거룩한 

산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장소로 볼 때, “이미 거룩한” 성이 “시온”임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시온의 문들” 곧, “시온”을 “야곱의 모든 거처” 곧, “이스라엘 안에 있는 

다른 모든 장소들”보다 더 사랑하신다고 표현함으로써, 장소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도 

사랑스럽게 여기신다고 “시온”의 특출남을 드러냅니다. 3절에서, “시온”을 “하나님의 성”으로 

바꾸어서 부릅니다.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영광스러운 장소인 시온은 그렇게 구별된 

곳임을 보여줍니다. 4절에, “라합”은 “애굽”의 시적인 표현입니다. “구스”는 “에디오피아”를 

의미합니다. 애굽, 바벨론, 블레셋, 두로와 구스 등, 당시에 대표적인 “이방 도시” 또는 “이방 

나라”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그들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고 하시며 “시온”으로부터 났다고 할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나를 아는 자”란 “하나님의 백성”과 동등한 의미를 가집니다. “났다”는 

것은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이 대표적인 나라와 도시들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깊은 연관을 

가집니다.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압박하고 유혹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죽고 망해야 

마땅한데, 이 4절의 내용의 마지막은 그들조차도 “시온”과 아주 긴밀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이 

드러납니다. 바로, 그들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는 것과 “시온출생자”(또는 “시온출신”)라는 

것에서 보여집니다. 다른 말로는, 그들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4절에 이어 5절도, 이 세상의 사람들 중에 “시온출신”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시온을 건설하셨고(1절),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탱하실 것이(5절) 바로 시온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6절에서, 이 “시온”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지칭하긴 하지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의미하고, 구원받은 자들을 말할 때, 천국출신이라고 칭한다는 것이지요. 

7절은,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이 구원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의 현장”인 

“시온”에 있다고 감격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담아냅니다. 

3. 시온출신을 말하는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이스라엘의 생각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닌, 이방인들 중에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셔서, 영적이스라엘을 

건설하셨고 지탱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를 봅니다. 그 구원의 자리에 없어야 마땅한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표식인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장면입니다. 

❖ 은혜 묵상 

1. 본문에 드러나는 이방나라와 도시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 곧, “시온출신”이 된 

모습을 보면서, 같은 이방인이었던 우리에게 어떠한 생각이 있습니까? 잠시 나누어 봅시다. 

2. 예수님과 연합하여 시온출신이 된 우리가 오늘을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3. 우리를 시온출신이 되게 하신 예수님께 오늘의 삶의 무게를 기도로 온전히 맡겨드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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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