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온장로교회 수요말씀묵상교재 21-04 

 
수요말씀묵상교재 #21-04 (2021년 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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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93장(신, 93), 391장(신, 353)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105편 26~45절을 천천히 합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먹고 사는 이유) 

1. “살기 위해 먹느냐?” “먹기 위해 사느냐?”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웃자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인간의 존재의 의미 곧, 이 세상을 사는 삶의 의미를 묻는 깊이 있는 질문입니다. 앞의 

질문은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보다 크고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두는 질문이고, 뒤의 질문은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먹고 사는 문제에만 고정시키는 작고 저급한 가치를 추구하는 질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한다면 말이지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질문에 

“예”라고 답을 하면서, 자신의 삶의 의미가 그러한 먹고 사는 문제에 있고 그것을 즐기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주장처럼 그러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하찮은 삶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만, 그래도, 더 큰 가치를 추구하고 성취하는 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는 분들에게는 아쉬움이 남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먹고 사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방향을 찾게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포로로 살아가던 중,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을 

따라 “모세와 아론”을 통해 애굽에서 자유함을 얻도록 구원하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44절). 소위 “10가지 재앙” 중 5번째(악질)와 6번째(독종)을 제외한 8가지가 28~36절에 순서는 

좀 다르지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넉넉히(“은금을 가지고”(37절))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의 돌보심(구름, 불(39절), 메추라기, 하늘 양식(40절), 물(41절))을 따라 잘 

지내었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소위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정복한 것을 44절(“열방의 

땅을 저희에게 주시며 민족들의 수고한 것을 소유로 취하게 하셨으니”)에서 알려주십니다.  

3. 이 내용들은 결국, 이스라엘이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땅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셔서 

완성하신 사건임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 사실 위에서, 지금 먹고 살게 된 이스라엘에게 본문의 

마지막인 45절은 그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이는 저희로 그 율례를 지키며 그 법을 좇게 하려 

하심이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먹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지요. 그것은 출애굽의 과정에 

분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을 나타내고 자랑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4.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본문의 “이스라엘” 

입니다. 45절처럼,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타내고 자랑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것은 부요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연약하거나 성공적이거나 

실패적이거나에 관계없이 삶 속에서 우리의 언행심사를 통해 조용히 묵묵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 은혜 묵상 

1. 우리는 무엇을 위해 먹고 살고 있습니까? 묵상 후에 나누어 봅시다. 

2.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인도자와 얼마나 깊이 연관되어 있습니까? 

3.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아닌,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 인도자를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고 

인정하며 의지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님을 기도로 의지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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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