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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말씀묵상교재 #21-12 (2021년 4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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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195장(신, 261), 447장(신, 393)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112편 1~10절을 천천히 합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두려움의 문제) 

1. 이 시편에서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선포하면서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찾자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음을 인정하는 것이며, 

절대주권으로 주관하여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한다고 할 때, 그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속에 있는 명령이며, 오늘 

우리가 손에 들고 있는 성경을 말합니다. 그 말씀을 적당히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 크게 즐거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성경 자체를 즐거워함도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길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일컫는 것이지요. 그러한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는 것입니다.  

2. 그 복의 의미를 찾건데,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에 “참된 복”이 있을 것입니다.  

3.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그 구체적인 복의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2절부터 9절에는 이 

땅에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한 편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은 이 

땅에서도 잘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풍성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고, 

넉넉한 자가 되어 나누는 것처럼 보이고, 두려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4. 그 중에서 주목할 것은 7절과 8절에 있는 “두려움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기 때문에 삶에서의 보이거나 

보이지 않는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만나는 가장 큰 

문제가 이 두려움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손해보며 양보하고 

물러서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삶에는 엄청난 두려움이 동반됩니다. 바로, 그 부분에 대해 

언급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정하고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지키시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결국은 복되다고 하시는 것이지요. 

5. 그렇게 볼 때, 2~9절은 소위 “잘나가는 삶”을 의미하기 보다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환경에 처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요함”과 “풍요로움”을 머금고 살아가기 때문에, 

넉넉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음을 드러낸다고 

하겠습니다. 10절에 등장하는 “악인” 곧,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은 경험할 수 없는 복인 것입니다. 

6.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가진 사람으로 

“구별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길이 힘들어도, 그 길이 복된 길이며 (왜냐하면, 우리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자리에 서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길이기 때문에, 삶의 여정과 환경이 풍요롭건 빈곤하건 관계없이,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묵묵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 은혜 묵상 

1.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2. 혹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만나는 두려움은 없으십니까? 

3. 오늘 본문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인정하고 고백하며, 

의지하면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풍요로우심을 우리의 삶에 여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누리도록 다시 한 번 예수님의 의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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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