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온장로교회 수요말씀묵상교재 20-38 

 
수요말씀묵상교재 #38 (2020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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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109장(신, 109), 115장(신, 115장)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103편 1~22절을 천천히 교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이해) 

1. 본 시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높임과 인정)하는 시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경험한 바를 놓고 찬양하려는 그의 마음자세가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내 속에 있는 것들”이 

그것입니다. 그것들은 마음, 생각, 뜻, 의지, 열정 등등의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표현에서는 인간의 내면과 외면이 서로 분리된 상태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은 비로 그러한 보이지 않는 것들을 의미하긴 

하지만, 지금 이 시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다윗의 몸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다윗은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2. 그렇게 모든 삶으로 하나님을 높이려는 이유를 보니, 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또는 자신)에게 

“은택”(2절)을 베푸셨고, “죄”문제와 “질병”문제를 해결하시며(3절),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4절), 삶의 의미를 부여하시며 (5절), 정의를 행하시고 (6절), 당신을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셨다 

(7절)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 

하시며 인자하심(책임)이 풍부하시도다” (8절)라고 하며 “징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9절)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다”(10절)라고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은 흐름에서 12절과 13절이 기록됩니다. 즉,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경외(인정)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은혜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한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영원무궁”하다고 표현하면서, 그와는 정반대 곧, 

“짧고 유한한” 존재인 사람을 비교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15~17절).  

3. 그런데,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그러우신 이유입니다. 그것은 11절의 

“인자하심(책임지심)”이고, 14절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데, 그들이 너무나 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만일 

이러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윗처럼, 그 찬양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당위”를 18~22절에 담아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4.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을 향한 “책임지심”과 “불쌍히 여기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 완성된 구원 속에 우리를 넣으셔서 “책임”을 

완수하셨고, 여전히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 은혜 묵상 

1. 코로나19 속에, 2020년 성탄의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하며 성탄의 의미를 알아가는지, 아니면 그와는 

반대로 힘든 여정에 파묻혀 어두운 시간을 사는지 잠시 생각하고 나누는 시간을 가집시다. 

2.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우리의 전인격적인 찬양(높임과 인정)을 받으시기 합당하십니까? 

3. 기도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하나님의 크신 “책임지심”과 “불쌍히 

여기심”을 “이해”하고 성탄의 의미를 진실로 감사하고 누리게 되시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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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