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온장로교회 수요말씀묵상교재 21-09 

 
수요말씀묵상교재 #21-09 (2021년 3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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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406장(신, 300), 423장(신, 374)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109편 21~31절을 천천히 합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궁핍한 자) 

1. 우리에게 궁핍보다는 풍요라는 단어가 더 좋고 편안합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다보면, 

“궁핍”하다고 여기는 상황을 만나곤 합니다. 보여지는 궁핍도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보이지 않는 

궁핍은 우리를 절망가운데 몰아넣곤 합니다. 즉, 마음에 궁핍을 느끼는 상황 말이지요.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주로 어려운 일을 만나면 마음의 궁핍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오늘 본 시편을 기록하는 다윗은 자신이 처한 매우 어려운 상황 곧, 매우 다급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궁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궁핍이면서 보이지 않는 궁핍입니다. 그 궁핍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21, 26, 31절). 다윗이 시편 23편 

3절 중,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는 표현과 같은 의미로 “주의 이름을 인하여”라는 표현을 21절에서 

사용하면서,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매우 다급하고 두려우며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궁핍함이라는 단어가 어울리지 않아 보이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이 자기자신을 평가하기를 

“나는 가난하고 궁핍합니다”라고 말합니다(22절, 31절). 그 이유는 그의 중심 곧, 마음이 상하였기 

때문입니다(22절). 자신의 상황을 금방 없어지는 석양의 그림자와 바람에 훅 날라가는 메뚜기에 

비유하고 있습니다(23절). 그러한 자신이 느끼는 궁핍 때문에, 다윗은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았고 

그래서,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24절)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3.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도우심 대신에, 다윗의 주변에서 다윗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은 다윗을 보면서 “훼방거리” 곧, “비웃음거리”로 여기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며 멸시합니다 (25절). 그러한 상황에서도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곧, “하나님께서 다윗의 삶을 책임지심”을 의지하는 것이지요 

(26절). 27절에서 우리는, 만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다윗을 구원하여 주신다면, 

그것이 다윗의 지위와 위신을 회복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하나님이 되심을 

드러내시는 도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윗 안에 살아있음을 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람들이 비웃음과 멸시에 더하여 저주를 다윗에게 퍼붓는다고 해도, 다윗을 

붙잡고 인도하실 분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다윗의 열심이 보입니다 (27절).  결국, 문제가 

해결될 때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때에, 자신의 궁핍함을 알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오른 쪽에 스셔서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나게 되기를 다윗은 소망하는 것입니다(29~31절). 

4.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의 삶의 자리를 걸어가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혹독한 저주의 자리이자 하나님의 버리심의 자리에서 궁핍하게 되셨고, 

결국, “최악의 궁핍”인 “죄”에서 구원하셔서 부요케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고후 8: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  은혜 묵상 

1. 삶의 궁핍(아픔, 고난, 연약) 이 계속되는 삶 속에서, 우리와 연합하여 함께 하시는, 부요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기도”로 의지하고 궁핍의 이유와 상황들을 계속 맡겨드립시다! 

2.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길을 여시는 은혜를 누리시고 나타내시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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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