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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말씀묵상교재 #21-18 (2021년 6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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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204장(신, 288), 457장(신, 401)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118편 1~29절을 천천히 합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책임에 목숨을 걸고) 

1. 지난 번 말씀묵상교재에서 확인했던 이집트의 찬양(Egyptian Hallel)의 마지막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이집트의 찬양은 곧, 애굽의 찬양이라고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바꾸어 부를 수 

있는데요. 출애굽 사건이 하나님의 구원역사의 한 단편으로 조명되면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로 설명되고 있기 때문인 것이지요.  

2. 본 시편은 문학적인 형태로 보면, 수미상관구조(inclusio)로 부르게 됩니다. 그것은 맨 앞 부분에 

나오는 내용과 맨 뒤에 나오는 내용이 서로 같다는 의미인데, 본문을 보자면, 1절과 29절을 보면 

드러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입니다. 

이러한 구조는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 역사 

속에 기록된 출애굽 사건을 들여다 볼 때, 그 사건 구석구속에 깊이 배어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발견되기 때문에, 감사하자는 것으로 이집트의 찬양의 마지막편 답다고 여겨집니다.  

3. 2절부터 28절은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출애굽의 

과정과 가나안 안착의 과정의 중심적인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4. 그런데,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두 개의 단어이고, 두 개의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원문인 

히브리어로 볼 때, “여호와께서 인자하시기 때문에 선하신 것이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이어지는 내용 속에서 “선하심”이라 다시 언급되지 않고 오히려, “인자하심”만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이지요. 즉,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5. 이 인자하심( ֶחֶסד)의 의미 중 하나가 책임(obligation)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책임”으로 

번역하여 읽으면, 그 뜻이 분명해 집니다. 본문에서도,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에 “책임”을 지신 

여호와 하나님 덕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완료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자”고 동기부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6. 그 책임은 가볍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요소에서 치밀하고 끊기있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책임감을 상실하였어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맺으신 언약을 따라서, 그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상징합니다. 

7. 이 책임 곧, 하나님의 백성(영적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한 역사를 완성하시려는 하나님의 

책임(인자하심)은 결국, 지금으로부터 2000년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은 “목숨”을 걸고 아니, “목숨”을 드려서 완수된 것이지요. 

8. 그리고 그 완성된 자리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을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지금도 그 책임을 담당하시사 천국가는 길을 인도하여 나가십니다. 

❖ 은혜 묵상 

1. 구원을 위한 책임에 목숨을 거시고 목숨을 버리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오늘 시편기자의 간절한 요청(감사하라)에 동의가 되시는가요? 

2. 구원을 위한 책임에 목숨을 거시고 목숨을 버리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제자로서의 

책임(제자다운 삶)에 우리는 과연 얼마나 “목숨을 걸면서” 살아가고 있는가요? 

3. 예수님이 제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가지 삶의 도전들과 고통들 속에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책임을 목숨다해 담당하신 예수님을 기도로 의지하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아뢰고, 우리가 담당해야 할 제자다운 삶의 자리에 서도록 예수님께 의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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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