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온장로교회 수요말씀묵상교재  21-17 

 
수요말씀묵상교재 #21-17 (2021년 5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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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202장(신, 268), 456장(신, 430)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117편 1~2절을 천천히 합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이집트의 노래) 

1. 시편 113편~118편은 이집트의 찬양(Egyptian Hallel)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 이유는 시편 114편에 

나오는 “애굽”이라는 이름과 더불어,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한 단편으로 

조명되면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2. 본 시편은 시편 중 가장 짧은 시편으로, 총 두 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깊이를 

생각하자면, 많은 지면을 할애해야만 이해하고 음미하고 묵상하고 기록할 수 있습니다.  

3. 시편 113~116편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대상을  “이스라엘”로 표현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본 시편은 시작부터 그 대상을 확장합니다. 바로, 1절에 “너희 

모든 나라들아”라는 표현과 “너희 모든 백성들아”라는 표현으로 드러납니다. 이 대상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이스라엘이 아니라면, 이방인인데, 어떻게 그들에게 

시편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을까요? 

4. 그들은 어떠한 경로를 통하든지, 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주장하시고 증거를 보이시는 하나님을 

듣고 읽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가장 먼저는 이집트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들어서 알게 된 

하나님은 바로, 이집트 곧,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던 분이시고, 급기야 그 넓은 홍해를 

가르신 분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그들은 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데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결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5.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를 시편기자는 2절에 기록하여 둡니다. 바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끝까지 그 구원의 약속을 책임지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6.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중요한 표현을 봅니다. 바로, 이 시편기자는 “이방인들”에게 “우리”라고 

불러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라는 것이지요. 

7. 바로, 이러한 이방인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사도바울을 통해서 반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롬 

15:11,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저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역사를 완성하셨습니다. 이 역사는 비단 

이방인만 위한 것이 아니었지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이스라엘도 포함된 것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강력한 구원의 능력이 우리 안에 깊이 새겨져서 더욱 더 힘있게 의지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 은혜 묵상 

1. 가정의 달을 지나면서, 우리의 내면에 자리잡은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불만”과 “쓴뿌리”, 또는 

“자만”과 “우월감”이 교차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감사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신가요? 

2. 이집트의 노래가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미쳤다는 

사실은 우리 가족을 생각하면서 만나는 질문들에 어떠한 의미를 줍니까? 

3. 이방인이기 때문에 “원래는 아니었는데,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이 힘들게 걸어가는 가정 안에서 

일들과 관계들 모두를 무력화시키는 신선한 회복제가 됨을 확인하도록 예수님께 의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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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