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온장로교회 수요말씀묵상교재 20-29 

 
수요말씀묵상교재 #29 (2020년 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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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487장(신, 369), 519장(신, 461장)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94편 1~23절을 천천히 교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생각이 많을 때) 

1. 조금 긴 분량의 시편 94편은 단락별로 나누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첫째 단락은 1~7절로, 심판과 

복수를 행하시는 심판자 하나님께, 악한자들의 교만한 말들을 가지고 고소하는 것을 기록합니다. 

둘째 단락은 8~11절로, 그 악한자들을 향한 책망이 기록됩니다. 셋째 단락은 12~15절로, 

지혜로운자(하나님의 백성)를 향한 복을 언급합니다. 넷째 단락은 16~23절로, 악한자들의 계략을 

파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심판자 하나님을 인정, 고백, 의지하는 결론이 있습니다. 

2.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 본다면, 세상에서 살다보면, 악한자들이 잘되는 것 같은 엉뚱한 상황을 

만나서 힘들고, 때로는 그들이 연약한 사람들(과부, 나그네, 고아)(6절)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여, 그들이 “언제까지”(입니까?)(3절)를 외치며 힘들어 할 때도 있지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의 눈과 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9절) 하감하시며 벌을 내리심과 함께 연약해 보이고 피해를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13절), 즉 최후의 심판 때까지, 평안을 주시며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14절), 인도하실 것이라고 밝혀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편기자를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일어나셔서(16절), 도움이 되어 주시고(17절) 발을 붙들어 주시고(18절) 피난처가 

되시고(22절), 그들을 영원히 심판하실 것임을 힘차게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3. 그런데,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큰 부담이 됨을 느끼면서 볼 때, 19절에 나오는 “생각이 많다”는 

표현이 우리의 마음을 끕니다. 그것은 걱정과 근심이 많다는 의미인데, 특히, 악이 성하는 것처럼 

보이고 선이 쇠하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 힘들어 하면서 나오는 생각 곧, 시편기자 안에 있는 

걱정과 근심을 말하는 것이지요. 그러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편기자 영혼에 위안을 

주신다(19절)는 말씀이 따라붙습니다. 즉, 시편기자 곧, 하나님백성들에게 생각(걱정)이 많아서, 

하나의 걱정이 다른 걱정을 나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자하심”으로 붙들어주시는 것이지요(18절). 

4. 애석하고 안타깝게도 때로는 아니, 어쩌면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러한 위안과 보호하심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 힘들다고 고함치며 절망가운데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스스로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주변환경과 시온장로교회를 들여다 볼 때, 그 안에 하나둘씩 드러나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인자하심으로 지키시며 

인도하시고 계시며, 우리 안에 많은 생각(걱정)을 하나둘씩 해결하여 나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5.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영원한 근심거리 

(많은 생각)였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고, 코로나19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속의 많은 생각(걱정)들도 계속해서 위로와 격려와 회복과 해결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요.  

❖ 은혜 묵상 

1. 코로나19 속에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생각(걱정, 근심, 염려, 불안)이 많으신가요? 

2.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계산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가요? 

3. 오늘 시편 94편 말씀을 따라, 악하고 위험한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보존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모든 염려를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드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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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