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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말씀묵상교재 #21-19 (2021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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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211장(신, 269), 458장(신, 405)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119편 1~8절을 천천히 합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부끄럽지 않은 이유) 

1. 시편 119편은 매 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그러나 한 번도 빠짐없이 들어 

있는 특별한 시편입니다. 이 시편이 더 특이한 것은, 8절 단위로 구성이 되어있는데 그 8절마다 

히브리어 알파벳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총 22개의 글자에 8을 곱한 수인 176가 바로 시편 

119편의 총 절수가 됩니다. 시편 1편이 복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에서 시작해서, 오늘 119편도 

복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생각이,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2. 1절에는 행위 곧 행실이 완전하고 하나님의 법에 행하는 자 곧, 말씀을 따라 사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시는 시편 1편 2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긴 시편의 첫 번째 절에서 

봉착한 문제는 “행위 완전하여”라는 표현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행위가 완전하지 않고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1절에 해당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이 없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복이 있는 자를 다시 한 번 설명하기를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라고 정의합니다. 이것은 어떠합니까? 여호와의 증거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삽니까? 만일, 아니라고 하면 우리는 복이 없는 

자인 것이지요. 복있는 자는 불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 곧, 말씀을 행하며(3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 지키며 따라가도록 하셨다는 

것을 드러냅니다(4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준수한다는 것이 주는 무게를 느끼면서, 

시편기자는 하나님께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말이지요(5절). 

3. 6절은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시편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면 부끄럽지 않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한다면,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을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주의하여 지키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당당하게 만들고 부끄럽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감당할 힘이 없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즉, 말씀을 주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요구를 

완성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는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힘들어 하는 

수만가지의 문제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율법의 요구를 담당하셨음((롬 8:4) 육신을 좇지 않고 그 

영을 좇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에 그 의미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됩니다.  

4.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합니다. 우리의 잘못 자체가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아니한다는 말인 것이지요.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지만, 완전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 은혜 묵상 

1.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즉,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자리에 서게 된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나누어 봅시다. 

2.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여전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발견하지만, 

거기에서 무너지지 말고, 그 문제 하나 하나를 우리의 구원자되신 예수님께 기도로 의탁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리스도인의 자리와 삶을 포기하지 말고 살아가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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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