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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말씀묵상교재 #21-08 (2021년 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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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391장(신, 353), 384장(신, 585)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108편 1~13절을 천천히 합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역경과 회복의 짜깁기) 

1. 줄거리는 어떠한 소설이나 수필이나 희곡과 같은 문학작품에 담겨있는 내용을 간추린 것을 

말합니다. 그런 작품을 바탕으로 한 영화나 연극은 그 줄거리를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줄거리의 대부분은 공교롭게도 희비(喜悲) 즉, 기쁨과 슬픔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인생과 인류의 걸음이 희와 비로 구성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모든 인생의 

줄거리를 추려낸다면, 한쪽은 기쁨(성공, 승리, 회복 등등으로 표현되는)이고 한쪽은 슬픔(실패, 

패배, 역경 등등으로 표현되는)이 되겠지요. 

2. 본 시편은 다윗의 시편으로서, 매우 흥미롭게도, 다윗이 이미 고백한 믿음의 고백의 두 종류를 

절묘하게 짜깁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희와 비 다른 말로, 회복과 역경을 담백하게 담아내고 있으며 

그 두 경우 안에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짜깁기한 부분을 찾아본다면, 

1~5절은 시편 57편 7~11절에서 온 것이고, 6~13절은 시편 60편 5~12절에서 왔습니다. 한국어 

번역상 약간의 차이가 있어 내용이 약간은 달라보이지만, 원래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본문 전체가 

다윗의 찬송시이기 때문에, 짜깁기한 내용을 살피면서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3. 그것은, 다윗이 왜 이렇게 본인이 이미 고백한 두 시편의 내용을 짜깁기를 했을까라는 질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각 시편 즉 57편과 60편이 쓰여진 

상황적인 배경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57편은 이스라엘의 2대왕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1대왕인 사울의 위협을 받아서 급히 굴(아둘람(삼상 22:1) 또는 엔 게디(삼상 24:1)) 

속에 숨어지내던 때를 배경으로 삼습니다. 60편은 다윗이, 장수 요압을 통해서, 에돔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삼하 8; 대상 18). 그렇게 볼 때, 두 시편은 두 가지 다른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을 담고 

있고, 두 번째 것은 어려움을 극복한 승리의 때에 하나님께 드렸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4. 이 둘을 짜깁기하면서 드러내려고 했던 것은 역경과 회복이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경이 오랜 시간동안 지속될 수 있지만, 반드시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질 회복을 믿는 가운데, 어떠한 상황이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드릴 수 있다는 역설적인 고백을 다윗이 진지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5.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곧, 죄와 영원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인생의 긴 여정 

속에서 만나는 끝없어 보이는 역경의 절정인 “죄와 사망”이 예수님 안에서 해결되었고 이제 

마지막날에 이루실 영원한 회복(구원, 생명)을 예수님 안에서 이미 소유한 자임을 알려주셨지요.  

❖ 은혜 묵상 

1. 소위, “범사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해 함”을 고백하는 이 시편에 동의하십니까? 

2. 우리가 지속적으로 만나는 역경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에서의 회복이 있음을 믿고 

고대하면서 현재 소소하게 이루시는 회복의 경험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십니까? 

3. 역경 속 회복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다시 의지하면서, 승리의 걸음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간절히 시간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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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