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온장로교회 수요말씀묵상교재 21-07 

 
수요말씀묵상교재 #21-07 (2021년 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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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434장(신, 384), 442장(신, 569)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107편 33~43절을 천천히 합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초자연적 은혜) 

1.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문제들은 대부분 자연적인 현상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고 예상하고 걱정하고 대비하고 두려워하거나 안심하는 틀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를 타고 시온장로교회에서 메릴랜드 다운타운으로 95번을 타고 

내려간다면, 터널을 건널 준비를 하게 됩니다. 만일 지난 주일처럼 눈이 집중적으로 내리게 되면, 

그 부분을 감안해서 천천히 운전하면서 내려갈 것이고, 집을 나서기 전에 이미 차 안에 차유리를 

닦을 수 있는 솔이나 얼음긁는 도구(Ice Scraper)를 준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자동차를 타고 가는 길에, 터널이 없어지고 평평한 땅이 되어 있다거나, 눈이 내려서 준비를 

하고 내려가는 중에 눈이 다 녹고 여름날씨가 되어 해가 쨍쨍 내리쬐는 일이 벌어지면,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놓고 자연적인 현상을 초월한다고 하여 초자연적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2.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해하는 범위 안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셔야 하셨기에, 이 

초자연적인 일들을 통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으시며, 그 

삶을 “책임감(인자하심)”있게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심을 증명하여 오셨습니다. 

3. 오늘 본문에서, 이 책임감 곧, 인자하심을 언급하는 43절은 시편 107편 전체의 주제가 되기도 

하지만, 특히 33절부터 시작되는 내용 속에서 생동감있게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책임감을 다하시는 과정에는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33절과 35절에서, 강이 사막이 되고 샘이 마른 땅이 되는 것과 사막이 연못이 되고 마른 

땅이 샘이 되는 것은 서로 반대인 분명히 초자연적인 일임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일을 

이루시는 목적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려는 목적과(34절), 힘이 없고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 정착하고 살아가도록 물을 주시고, 농작물을 수확하여 풍성하게 먹고 

번성하게 하시려는 목적임을(36~38절) 알게 됩니다. 그러한 중에 억압, 고난, 걱정, 근심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게 하시는데 (39절), 그러한 상황을 지나면서, 교만한 

자는 낮아지게 하시고(41절), 겸손한 자는 견디고 일어나게 하심으로써(42절), 교만한 자(사악한 

자)는 입을 다물게 하시고 겸손한 자(정직한 자)는 즐거워하게 하십니다. 즉, 초자연적인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고 인도하시고 교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4. 이 책임을 완성하시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이 인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초자연적 기적이었습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죽었던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셔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에, 이 기적은 곧 초자연적 은혜입니다. 

❖ 은혜 묵상 

1. 우리를 책임감있게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신 후에 나눕시다! 

2. 초자연적 은혜인 구원이 우리의 매일의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3.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문제도 초월하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문제 속에서 구체적이고 

실재적으로 역사하시도록 다시 한 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게 의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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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