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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말씀묵상교재 #21-20 (2021년 6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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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213장(신, 423), 460장(신, 515)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119편 9~16절을 천천히 합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흔들리지 않은 이유) 

1. 우리가 오늘 대하는 시편 119편 9절은 많은 경우에 암송을 할 정도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2. 곧,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케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으로,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조심하면, 그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지요. 

3.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살아가기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알기 때문이고 이 말씀은 허공을 맴돌고 우리의 삶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4. 아마도 그래서 이 시편 기자의 표현은 매우 특이한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즉,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혈기가 왕성한 젊은이가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 말씀을 고백과 

동의를 담아서 서두인 9절에 표현한 이후에, 10절과 12절을 제외하고 11, 13~16절에서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 원한다고 자신의 의지를 분명하게 표현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되기 원한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마음에 두고,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고, 즐거워하고, 주의하며, 잊지 않겠다고 하는 결의들입니다.  

5. 그렇다면, 10절과 12절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10절에서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주시라는 요청을 읽을 수 있습니다. 1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율례)을 자신에게 가르쳐 주시라는 요청을 읽을 수 있습니다.  

6. 그러므로, 이 시편을 기록하는 기자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혈기왕성한 젊은이가 행실을 깨끗하게 하는 길인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 길이 현실과는 너무 멀어 보이기에, 스스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계속 그 말씀을 알려주셔서, 시편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입술로 

선포하고, 즐거워하고, 주의하고,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7.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서두에서 생각했던 것 곧, 이 시편의 말씀에 동의는 할 수 있을 지 모르나 

삶의 현실에서는 우리와는 너무 멀어보이는 말씀처럼 느꼈던 것이 시편기자에게도 있었던 것이고 

이 시편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는 지를 넣어 놓은 것입니다. 

8.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인데,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서,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9.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가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되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 길을 완성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든든히 버티고 우리를 품고 불쌍히 여기시며 동행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 은혜 묵상 

1. 우리의 삶에서 흔들리는 상황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려고 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더 깊이 

발견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려는 것 때문은 아닐까요? 

2. 매일 만나는 우리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의 

영원한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되어주심에 감사하면서, 의지하면서 살아가도록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와 동행,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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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