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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말씀묵상교재 #31 (2020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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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483장(신, 539), 487장(신, 369장)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96편 1~13절을 천천히 교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하늘 아래 우상) 

1. 본 시편에서 우리는 우상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가장 근본적인 기준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드신 분이고, 우상은 그 아래 있다는 조건(전제)에서입니다. 

2. 1~3절에서 시편기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이 함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변의 사람들과 나누어야 한다고 권유합니다. 4~6절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매우 크시다고 하는데 얼마나 크시냐하면 다른 신 곧, 우상보다 더 크시다고 비교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5절에 표현된, 만방의 모든 신이 “헛 것”이라는 것은 “헛된 우상”이라는 의미인데, 

헛되다고 볼 수 있는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사람들이 “신”으로 믿고 부르는 것들)은 헛된 우상인 

이유가 그것들은 모두 하늘 아래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이 세상(하늘)을 만드신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 위와 아래에 존재하시는 분이시기에, 그 어떠한 우상도 하나님께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을 만드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상상과 이성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의미이면서 동시에, 

그것들 속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의 상상과 이성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상상과 이성으로 만들어진 다른 신 곧, 우상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존재가 

되신다는 것을 밝히 말하는 것입니다. 6절의 “하나님 앞”과 “그 성소”는 같은 의미로, 하나님 앞을 

의미합니다. 즉,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하늘의 창조주 앞에 있는 것입니다. 7~9절은 

1~3절의 반복으로 여겨집니다. 이렇게 전혀 다른 존재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로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하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10~13절에서 시편기자는 이렇게 하늘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은 당연히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치(10절)하시고 온 세상사람을 공평히 판단(심판)(10,13절)하시는 

분이시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판단자 또는 심판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이 (안정감있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노래한다고 11~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3. 만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진실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저 하늘을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판단(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이 시편이 쓰여진 때로부터 2천년이 훌쩍 넘은 시간인 현재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야 합니다. 사람의 이성과 상상 위에 계시는 분이시기에, 

세상역사의 흐름과 관계없이 존재하셔야 하고 그 존귀와 위엄과 능력과 아름다움이 여전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사실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판단(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 은혜 묵상 

1. 하늘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또한 그 주관하심 속에 두셨음을 믿으시나요? 

2. 진실로,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신 분이심을 믿지만, 지금 코로나19로 힘들고 앞길이 막막하기에 

우리는 우상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3. 만일 우리가 시편기자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우리를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과 이 

세상을 통치하심을 믿으신다면, 지금 기도로 그 하나님께 의지하고 진중히 맡겨드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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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