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온장로교회 수요말씀묵상교재 21-01 

 
수요말씀묵상교재 #21-01 (2021년 1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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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78장(신, 478), 40장(신, 79장)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104편 1~35절을 천천히 합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땅을 가득 채운 것) 

1. 이 땅을 가득 채운 것은 무엇일까요? 땅을 덮은 나무와 풀일까요? 사막을 덮고 있는 모래일까요? 

뉴욕의 빌딩숲처럼, 첨단기술이 집약된 최첨단 빌딩을 포함한 크고 작고 높고 낮은 빌딩들일까요?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하나님의 부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의미일지 말씀 

속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묵상하게 될 구절은 35절로 매우 깁니다. 그러나, 단락별로 

본다면, 분명히 구별되고 확실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 먼저 첫째 단락인 1~23절은 마치 창세기 1장과 2장을 읽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내용이 순서적으로 질서있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일간의 창조의 내용과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운행법칙들(해를 통해 만드시는 낮과 밤, 그리고 진행되는 시간, 또한 달로 만드시는 절기 등등)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창조의 역사 속에 배어있음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3. 24절은 일종의 독립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1~23절을 요약하는 듯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저희를 다 지으셨으니 

주의 부요가 땅에 가득하니이다.” 여기에서 “부요”란 “창조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선포는 이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세상의 시작”에 대한 분명한 선포입니다. 

21세기에 첨단 과학자들이 알아내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그 “시작”에 대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포함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의 이유를 찾는 것이지요.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세상을 볼 때, 세상에는 수많은 

보이는 것들, 자연과 함께, 문명과 더불어 발전된 듯한, 인공구조물들이 즐비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되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24절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땅을 가득 채운 것은 인간이 만들어 낸 문명이 아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녹아 있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지요.  

4. 25~32절은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의해 창조된 이 세계 속에 질서있게 움직여 나가는 

피조물들의 걸음이 납득이 될 수 있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헤아려보는 

시편기자는 33~35절에, 그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위대하심 

때문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5. 이 땅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창조물과 운행질서를 바라보고 느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는데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 은혜 묵상 

1. 2021년을 시작하면서, 이 시편을 부여잡고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주되심에 대해,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 보다 더 깊이 있게 묵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2.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할 때, “창조와 구원”보다 더 크고 위대해 보이는 사실과 고백이 있을까요? 

3.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을 묵상, 고백할 때, 우리의 2021년의 걸음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을까요? 

4. “소망 안에 아주 담대한 성도(교회)”의 걸음을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면서 걸어가도록,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의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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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