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온장로교회 수요말씀묵상교재 20-30 

 
수요말씀묵상교재 #30 (2020년 10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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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478장(신, 419), 484장(신, 365장)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95편 1~11절을 천천히 교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그의 음성) 

1. 본 시편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2. 먼저 1절에서 시편기자는 우리의 구원의 반석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노래하고 즐거이 부르자고 

권유하면서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절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시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고 권유합니다. 그러니까, 1~2절에, 무언가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힘있게 적극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시)을 가지고 

찬양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3절부터는 그 이유를 설명하려고 “왜냐하면”의 의미인 “대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른 신들(신들로 불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섬기는 

것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인데, 그렇게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알게 된다고 4~5절에 말씀하십니다. 즉, “땅의 깊은 곳”과 “산들의 높은 것,” 또한 

“바다”와 “육지”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도 지으셨다”고 6절에 기록하면서, “무에서 유를 만드심”을 이해할 

때, 그리고 그 중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에 동의할 때, 우리는 결국, 시편기자의 권유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무릎을 꿇”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한 번 이유를 설명하기를 

그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르시는 백성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손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즉,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마음의 바램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는 것입니다(7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3. 이어지는 8절부터의 내용은 7절 마지막에 표현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이며 

동시에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8절부터의 내용을 들여다보니, 그것은, 이스라엘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40년간 광야생활을 하게 되었음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하는 길을 분별하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4.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처형시키심으로써, 이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못했고, 못하고, 못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바로 우리)을 구원하여 주셨고, 지속해서 그 

말씀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로, 격려, 그리고 소망을 주십니다. 

❖ 은혜 묵상 

1. 코로나19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으신가요? 세상을 살기 위해 

발버둥치는 먹고사는법의 음성인가요? 아니면,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음성(성경)인가요? 

2. 삶에서 “그의 음성”에 귀기울이면서 돌아보아야 할 일들은 무엇인 있는지 잠시 나누어봅시다. 

3. 이 시편의 메시지와 다르게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사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전히 

오늘도 그 자리에 “다시” 서도록 격려하시는 예수님을 기도로 의지하며 “그의 음성”에 순종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 함께 세워지기 원합니다! 기도로 우리의 걸음을 의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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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