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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말씀묵상교재 #21-21 (2021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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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214장(신, 270), 462장(신, 432)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119편 17~24절을 천천히 합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포기하지 않는 이유) 

1. 시편 119편의 두 번째 단락(9~16절)과는 다르게, 이 세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자신의 삶에 개입하시고 도움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라는 

표현이 지배적입니다. 예를 들면, “~살게 하소서”(17절)와 “~보게 하소서”(18절)와 같은 

것입니다. 다른 하나의 표현은 상황을 그대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마음이 

상하나이다”(20절)와 “묵상하였나이다”와 같은 것입니다.  

2. 지금 시편 기자가 살아가는 상황이 쉽지 않은 상황을 살펴보자면, 시편기자의 표현 속에 “훼방과 

멸시”라는 표현 22절에 있고 23절에 “방백들도 앉아 나를 훼방하였사오나”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훼방의 다른 말은 “비웃음”입니다. 방백의 다른 말은 “통치자”나 “지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시편기자는 지금, 자신의 삶을 다스리는 자나 자기보다 위에 있는 자들로부터 “멸시”와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런데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조금만 더 주변을 살펴보면 알게 됩니다. 즉, 22절 

앞 부분에 “내가 주의 증거를 지켰사오니”입니다. 이것은 조건절인데, “~때문에”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내가 주의 증거(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가진 성경)를 지켰기 때문에”로 

이해하면, 시편기자가 만나는 “멸시”와 “비웃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며, 그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4. 아울러, 그러한 “비웃음”을 시편기자에게 던지는 사람들 중에는 “통치자(지도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시편기자는 “주의 율례를 묵상하였나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계속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찾아서, 상황을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자신이 

보호받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17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18절), “주의 계명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19절)라는 것들입니다. 즉, 지금 

만나는 어려운 상황을 피하게 해주시라는 요청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게 하여 주십시오”라는 요청입니다.  

6. 그리고 그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움”과 “모사(상담자)”(24절)라고 표현하면서 시편을 

마칩니다. 즉, 자신의 삶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가장 소중한 즐거움과 길라잡이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만나는 비웃음과 멸시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생명의 말씀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7. 이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요 1:14), 그 말씀의 요구를 다 

성취하셔서(롬 8:4)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 은혜 묵상 

1. 하나님의 백성의 신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어려움을 생각해 봅시다. 

2.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비웃음”과 “멸시”를 만나는 상황을 감내하기 쉬우신가요? 

3. 그 삶을 포기하고 싶으실 때,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도우심을 

요청하고 삶을 의지하는 것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이지요. 그 위로로 나가기 위해 진지하게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와 동행, 인도하시는 예수님(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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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