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온장로교회 수요말씀묵상교재  21-13 

 
수요말씀묵상교재 #21-13 (2021년 4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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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197장(신, 263), 448장(신, 447)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113편 1~9절을 천천히 합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이유있는 노래) 

1.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신(神)에 대한 생각은 “높다,” “강하다,” “범접할 수 없다” 등등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시편이 기록되었던 시대와 장소인 고대근동에서의 신은 더더욱 인간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이며, 그들에게 인간은 일종의 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존재정도에 불과함을 

드러냅니다.  

2. 우리는 본문 앞 부분인 1~5절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는 요청을 읽습니다. 

2절에서, 그 이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기에 타당하다고 합니다. 시간적인 면에서 

영원까지로 정해두었다면, 3절에서는 장소적인 면을 언급합니다. 즉, “해 돋는데서부터 해 

지는데까지”로 그 장소적인 경계를 정하는 것을 보는대, 21세기처럼, 해가 지게 되면 지구 

반대편에서는 해가 뜬다는 개념이 없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 세상의 모든 곳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4절에 비춰지는 장소는 “모든 나라”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하늘”과 대비되는 

인간의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모든 나라와 하늘에서 하나님은 통치하시기에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비춰진 하나님은 소위 “고대근동의 신들”처럼 시간과 공간을 

통틀어 지배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3. 그런데, 5~6절에서, 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내세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른 것일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높고, 강하고 범접할 수 없는 분이시지만, 스스로 낮추셨다고 

하며 하늘과 땅을 살피신다(6절)고 합니다. 즉,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오시고 

그들의 역사에 관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구체적으로 “가난한 사람을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거름무더기에서 드셔서”(7절) 높은 사람의 자리에 세우시는 일들을 하신다고 

합니다(8절). 또한 구체적으로 “잉태하지 못한 여인”이 “어머니”가 되게 하신다(9절)고 하여, 

인간의 삶의 문제에 관여하시며 그 안에서 구체적인 도움과 변화를 주시는 분이심을 보게 됩니다. 

4. 고대근동의 신들과 완전히 다르게, 인간을 종으로 수단으로 부리지 않고 존귀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끄시고 선하고 아름다우신 뜻을 이루시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신 것”에서 비롯된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낮추사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개입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과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특히나, 죄인되었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스스로 낮추신” 예수님(빌 2:8)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본 시편 앞 부분에서 입체적으로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 은혜 묵상 

1.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신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까? 언제 그렇게 느끼게 됩니까? 

2. 본 시편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가까이 계십니다. 이 가까이 계심이 완성된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3. 그 사실에 우리에게 하나님을 “노래할 이유”를 줍니까? 아니면, 그 이유가 늘 부족하다고 

여겨집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다시 답을 해봅시다. 

4. 본문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섬세하신 구원의 은혜와 신실하신 인도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발견되어, “이유있는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힘있게 기도로 의지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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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