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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말씀묵상교재 #34 (2020년 1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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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182장(신, 250), 186장(신, 254장)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99편 1~9절을 천천히 교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 

1.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맛보게 됩니다. 칼처럼 냉철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판사로 계시면서 세상을 통치하시면, “세상사람들”(만민)이 벌벌떠는 것이 당연합니다(1절).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그룹(천사들) 사이에 좌정하셨다”라는(1절) 표현을 더하여, 엄위함을 

나타내서 사람들이 떠는 이유를 더합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시온”) 중에 크시고, 

만민(세상사람들) 위에서 높으십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건 아니건 그 하나님께서 그들 중에 

크고 높으시다는 말입니다. 그러한 크고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1절, 3절). 그리고 그 자리에 앉으셔서 “공의(공평, 공과 의)를 사랑”하시며, 그 

공의로 힘을 삼으셔서 그것으로 심판하시 것이지요(4절). 그래서 그 공의의 하나님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예배)하는 것입니다(5절). 그렇게 “공의”로 힘을 삼으시는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곧, 

“구별”되셨다고 3절과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철저한 “공의의 하나님”은 다른 어떠한 

피조물과도 “구별”되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억울함도 호소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인정함과 고백함과 의지함”)를 드리는 것이지요.  

2. 이어서, 6절에, 그 예배를 드렸던 대표적인 인물들로  “모세”와 “아론,” 그리고 “사무엘”을 

언급하고 이어서 7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강조하며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들임을 연결시켜줍니다. 그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고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과정에서 불순종한 것이 8절에 드러납니다.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판결이 내려졌는데 그것은 

“응답”과 “행한 대로 갚는 것”으로서, 그들의 불순종과 실패에 대해 “합당한 벌”을 내리심으로써, 

“공의”를 행하셨던 것입니다(8절). 그런데, 8절 하반절에는 전혀 다른 사실이 기록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용서(“저희를 사하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용서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음을 말씀하심입니다. 그래서, 9절은 이 판사되시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이유는 “공의”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무장하시고 절대적인 “판사”의 자리에 

서계시면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기 때문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 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강렬한 분노를 

쏟으셔서 “공의”를 완성하신 곳이 십자가이고, 그 위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용서의 

“사랑”을 완결지으셨습니다. 이 엄위하신 판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아래에서 멸망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셔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 은혜 묵상 

1. 우리가 더이상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문제로 힘들지 않게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신가요? 

2. 이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사랑이 있을까요? 오늘 지나가는 억울하고 힘들고 아픈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면, 위로를 받고 사랑을 느낄 수 있을까요? 

3. 오늘 만나는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힘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로 예수님을 의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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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