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온장로교회 수요말씀묵상교재 20-27 

 
수요말씀묵상교재 #27 (2020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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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178장(신, 197), 222장(신, 235장)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92편 1~15절을 천천히 교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멸망과 흥왕 사이) 

1. 시편 92편은 안식일 곧, 쉼의 시간 속에서, 멸망과 흥왕 사이에 무엇이 존재하는 지를 묵상하고 

나누어 줍니다. 그 둘 사이에 하나님이 없고 사람이 있을 때, 아무리 큰 흥왕이 보여도 그것은 곧 

멸망 앞에 서게 된다는 사실과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실 때, 아무리 큰 어려움을 만나도 곧, 

영원히 흥왕할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 줍니다. 시편기자의 고백과 반대로, 많은 사람은 멸망과 

흥왕 사이에 자기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자신의 삶은 자신이 만들어 나가는 것이며, 

얼마나 성실하게 힘을 다해 노력하며 일구었는가에 삶의 질과 양이 결정된다고 주장하곤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주장이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는 개개인의 삶을 들여다보면 알게 됩니다. 

삶의 현실은 주로 그 주장에서 크게 빗나가거나 심지어 정반대인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2. 멸망과 흥왕사이에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자세히 표현하기 원하여, 시편기자는 안식일에 

온갖 악기와 목소리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아침에 나타내고, 

밤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하면서(1~3절), 그렇게 찬양하기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미 자신의 삶에 사려깊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4~5절).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사실을 드러내려고, 시편기자는 “주의 손의 행사”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4절). 그는 이어서, 이러한 사실에 반대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 곧, 멸망과 흥왕 

사이에는 자기자신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우준한 자”와 “무지한 자”(6절), 그리고 

“악인”과 “죄악을 행하는 자”(7절)로 묘사하고, 그들의 결국은 “영원한 멸망”임을 드러냅니다 

(7절). 그들의 인생이 흥왕하는 것처럼 보이나, 결국은 영원한 멸망이라는 사실은 충격적이지요. 

그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데요. 여호와 하나님 곧, 언약(약속)을 

세우시고 지키시며 이루시기에 영원토록 높임을 받으실 분이신 하나님께서 “죄를 행하는 자”를 

“원수”로 정하시고, 멸망을 쏟으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9절). 11절의 “내 원수”와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라는 표현으로 보건데, 멸망과 흥왕사이에 자기자신이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은 

현재, 시편기자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하나님께서 시편기자의 걸음을 

그를로부터 구원하시고(11절) 결국은 흥왕하게 하시는 것이지요(13절). 홍왕이란, 번성과 발육,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한 참된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12~14절). 결국, 이 

흥왕을 통해 하나님백성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것입니다(15절). 

3.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과 흥왕 사이에서 멸망과 흥왕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증명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삶에서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곤 

하지만, 영원한 흥왕인 “구원”의 자리에 서게 하셨고, 우리의 삶에서 그 흥왕을 누리도록 우리의 

영혼에 만족함과 기쁨과 위로와 격려와 소망을 공급하여 주셔서 시편 92편에 동조하게 하십니다.  

❖ 은혜 묵상 

1. 우리는 멸망과 흥왕 사이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고 있는가요?  

2. 코로나19 가운데 지금 만나는 멸망과 같은 고난의 내용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3. 우리를 영원한 흥왕의 자리에 세우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의 무게를 맡기는 시간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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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