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온장로교회 수요말씀묵상교재 20-28 

 
수요말씀묵상교재 #28 (2020년 10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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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182장(신, 250), 395장(신, 342장)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93편 1~5절을 천천히 교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큰 물, 더 큰 증거) 

1. 무명의 시편기자는 매우 타당하고 보편성이 있는 진리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당연히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진리인 하나님의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심을 선포하면서 시편 93편을 

시작합니다(1절). “권위를 입으셨다”는 표현은 “권위의 옷”을 입으셨다는 의미이며 그것은 곧,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입으셔야 하는 마땅한 옷을 입으셨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1절). “띠” 

또한 권위 곧, 통치자의 외모를 묘사하는 것이지요 (1절). 이어서,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을 때 

나타나는 결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이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1절). 이렇게 안정감있게 묘사되는 하나님의 통치와 세상의 질서가 소위 “영원”이라는 

시간부터 하나님의 손에 의해 이루어져 온 것임을 묘사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우리의 

제한된 이해와 논리를 뛰어넘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2절). 

2. 그런데, 이러한 안정적인 상황 속에, “큰 물”로 불리는 소위 “무질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큰 

물”은 영어로는 홍수(floods)로 표현되기도 하고 “강”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고대시대에는 

“물”이 부정적인 의미를 띠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무질서의 상징이며, 공포와 고난과 고통과 재난 

등등의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그 큰 물이 세 번 연거푸 나오면서, 그 질서잡힌 세상에 

도적처럼 임하고 매우 크게 임한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요. “소리를 

높였고,” “소리를 높였으니,” “물결을 높이나이다”(3절)라는 표현 곧, 그 큰 물이 요동치며 

범람하는 상황 곧,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겉잡을 수 없이 일고 있는 상황을 묘사하는 것이지요.  

3. 그런데, 시편기자의 고백은 그러한 겉잡을 수 없고 불가항력적으로 여겨지는 “큰 물”보다 더 크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4절). 하나님의 능력은 “많은 물 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시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무질서를 질서로 회복하실 것임을 기대하고 

고백하는 것이지요(4절). 5절의 “주의 증거”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의 질서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그 고백 위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원하심을 아울러 고백하는 것이지요(5절). 그 “하나님의 

말씀”은 이 질서의 하나님(여호와)과 당신의 백성들이 언약의 관계를 맺어,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심으로써, 그들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됩니다. 

4.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궁극적 “큰 물”인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영원히 안전한 

자리”인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박으셨습니다.  

5.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본문이 드러내는 “큰 물”이 요동치며 범람하는 것과 같은 

시간들을 살고 있습니다. 연거푸 몰아쳐서, 앞을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상황 속에서 홀로 신음하는 

시간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성경이 증거하신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신 

구원과 인도하심을 계속 기억하며, 예수님을 계속 의지하면서 오늘을 살아가시길 기도합니다. 

❖ 은혜 묵상 

1. “큰 물”로 묘사된 고통과 고난과 힘든 시간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떠한 것들이 있으신가요? 

2. “질서”의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면, 그 힘든 것들을 맡겨드리기 원하십니까? 

3. 인생의 “큰 물”에서 안전하게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우리 함께 기도로 의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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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