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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말씀묵상교재 #36 (2020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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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101장(신, 80), 102장(신, 94장)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101편 1~8절을 천천히 교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완전한 인생) 

1. 본 시편의 구조와 내용은 고대근동에서 이루어졌던 영주와 봉신 사이의 조약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충성을 맹세하는 신하가 영주에게 드리는 선서와 흡사한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유럽에서는 이 시편이 “왕자의 시편”으로 불려졌습니다. 왕, 왕자, 장관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합당한 행동거지(行動擧止)에 관한 관심에서 기인한 것이지요.  

2. 실제로,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시편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분명하게 드러내며 

소위,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열심히 하겠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절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겠다는 것”은 2절과 6절에 

있습니다. “하지 않겠다”는 것은 3~5절과 7~8절에 있습니다. 

3. 먼저, “하겠다는 것”은, 2절에, 완전한 길에서 행하고, 완전한 마음으로 자신의 집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얼듯 보면,” 완전하다”는 것이 마치 다윗이 자신의 삶을 완전하게 하겠다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한”이라는 히브리어단어는 “흠이 없다”거나 “건전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흠이 없고 건전한 길에 서겠다는 다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흠이 없고 건전한 마음으로 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만일 자기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면 자신이 품어주면서 함께 그 길을 가겠다고 하는 

것을 6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성경의 표현 그대로인, “완전한”이라는 단어로 

사용될 때에도, 그 의미가 어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절과 6절에서 말하는 “길”이 사람이 

세우는 완전한 길이 아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겠다는 다짐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4. 이어서 나오는 “하지 않겠다”는 것은, 가치없는 것(악한 것), 하나님을 저버린 자(배도자)(3절), 

사악한 마음, 악한 일(4절), 조용히 이웃을 험담하는 것, 교만한 것(5절), 거짓과 거짓말(7절), 악한 

자와 행악자 (8절)와의 관계나 그것들을 말합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제시하시는 

길과는 반대편에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들을 철저히 배척하고 싶었습니다. 

5. 다윗이 보여주는 이러한 조약은 사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세우고 지켜야 하는 

조약 (행동거지)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비롯한 이러한 조약을 (율법으로)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조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완전한 길”을 완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들의 완전함이 아닌 예수님의 완전함 위에서 구원받게 하셨고, 계속해서 그 

“완전한 인생”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 은혜 묵상 

1. 코로나19로 어수선한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행동거지로 질서있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2. 혹시, 본문에서 보이는 다윗의 (실패한) 열정을 본받으려고 하는데는 열심이시지만, “완전한 

길”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신 예수님께는 감사한 마음도 의지하는 마음도 없으신 것은 아닙니까? 

3.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백성이 순종하고 따라가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이 되어, 건전한 

행동거지(성도다움)가 힘있게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기도로 의지하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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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