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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말씀묵상교재 #26 (2020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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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102장(신, 94), 434장(신, 384장)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90편 1~17절을 천천히 교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지혜 중 지혜) 

1. 시편 90편은 시편 중 유일한 모세와 연관을 가지는 말씀입니다.  

2. 모세는 하나님과 자신 (또는 사람) 사이의 차이점이 “영원하냐?”와 그렇지 않고 “유한하냐?”의 

차이에 있음을 언급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절에, “하나님께서 대대에 이스라엘의 거처가 

되셨다”고 고백하고, 2절에,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부터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원하신 

하나님은 유한한 사람의 삶 곧, 생명을 주관하십니다 (3절,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하시고”/ 5절, “저희를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저희는 잠간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7절,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3. 이어서 모세는, 그 사람의 삶은 짧을 뿐만 아니라, 그 삶이 수고와 슬픔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밝혀줍니다(10절).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지혜”라고 본문은 말하고 있구요. 그렇게 

사람의 삶이 수고와 슬픔 뿐인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범죄함 때문에 하나님과 결별된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 말미암아 유한한 존재가 되었고 그 삶이 

수고와 슬픔 뿐으로 정해졌음을 알려주십니다(8~9절). 이러한 문제를 아는 소위 “지혜로운 

사람”(12절)은 자신의 삶의 주인되시는 영원한 존재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됩니다(13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에 기쁨과 만족과 위로를 주시도록 간구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14~15절). 그러한 삶의 결과는 “열매”로 나타나는데, 그 열매는 다름아닌 그 

지혜로운 사람(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인 것입니다(16절). 

4. 이러한 방향성으로 기록된 시편 90편의 마지막절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혜로운 것[죄의 문제로  

잠시 뿐인 수고와 슬픔의 삶을 살고 이 세상을 떠나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그 생명의 

문제의 주관자되시는 하나님을 인정, 고백, 의지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하나님의 은혜)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간구하며 마무리짓습니다. 

5.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수 많은 지혜 중 참 지혜는,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우리는 누구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이해하여서, 우리의 유한성을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예수님, 인도자 

성령님을 인정, 고백,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하는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진득히 살아가는 것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 은혜 묵상 

1. 소위 지혜라고 여겨지는 이야기들이 세상 가운데 가득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이야기들과 

지혜들이 즐비하여,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혼동 속에 삽니다. 참된 지혜가 

필요한 이 때, 우리는 “지혜 중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잠시 생각하시고 나누어 봅시다! 

2.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라는 유한함을 

지닌 존재가 되었음을 고백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우리의 유한성을 비교하며 나눕시다! 

3. 우리의 생명(삶)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새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 참된 지혜 곧, 우리의 연약함을 알려주시며 예수님을 의지하는 

지혜를 삶 속에서 알려 주십니다. 그 예수님께 다시 한 번, 우리의 힘든 걸음을 기도로 의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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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