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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말씀묵상교재 #21-11 (2021년 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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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194장(신, 260), 446장(신, 391)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111편 1~10절을 천천히 합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하나님을 연구하는 자) 

1. 시편 111편은 히브리어의 22개 알파벳 순서로 매 절이 쓰여져 있습니다. 시편만의 묘미입니다. 

2. 먼저, 이스라엘 회중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셔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 시편이 

시작됨을 1절에서 그리고 제일 마지막 절인 10절 하반절에서 확인하게 됩니다.(“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함이 영원히 있으리로다”) 

3.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그 이유는 2절부터 10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a. 첫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시기 때문입니다(2절). 

b. 둘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존귀하고 엄위하며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3절).  

c. 셋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자비하심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4절). 

d. 넷째는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그 약속하신 바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5~6절). 

e. 다섯째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실과 정의로우심이고 하나님의 말씀(법)은 다 확실하고 

영원하기 때문입니다(7~8절).  

f. 여섯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9절). 

g. 그리고 일곱째는 하나님을 경외함(두려워함, 인정함)이 지혜의 근본이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자는 좋은 지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10절). 

4.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함과 그 이유를 확인하고 감사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을 높이고 즐거이 부르는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그 출발점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래서, 본 시편의 서론격인 2절에서, “하나님을 

연구한다”는 표현이 담겨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 즉,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5.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힘써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호 6:3)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 빛 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천국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하는 것 곧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아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있어서 우리에게 생명처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 은혜 묵상 

1. 우리는 가급적이면 우리의 삶의 주변의 것들을 알기 위해 노력하며 시간을 들이고 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하나님을 연구하기 원하십니까? 잠시 묵상합시다! 

2. 혹시, 하나님을 연구하는 것(알아가는 것)에 대한 관심보다 세상의 먹고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근심하는 시간이 더 많고 소위 처세술에 더 많이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3. 우리의 노력으로 이러한 삶의 변화를 꿈꾸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하지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와 연합하여 영원히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도로 간절히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연구하며 구원의 은혜를 더 깊이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에 서시길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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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