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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말씀묵상교재 #21-24 (2021년 8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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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219장(신, 540), 465장(신, 407)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119편 41~48절을 천천히 합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대답할 수 있는 이유) 

1. 우리 그리스도인은 매일 만나는 상황 속에서, 변함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스스로 

알고, 느끼고, 고백하고, 인정하며, 표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나타내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 도전은 두 가지로 주어집니다.  

2. 첫째로, 그 도전은 우리가 가진 기독교신앙이 잘못된 것이라거나, 비이성적이라거나, 다른 종교와 

같아서 특별하지 않다는 것 등등의 반대의견으로 주어집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를 표현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비판하거나 평가하려고 지켜보는 시선이며, 비난하려고 

비난할 부분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나 환경 등등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나를 

훼방하는 자들”이라고 4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훼방이란 “비방” 또는 “비난”을 의미합니다. 

3. 그런데, 둘째로, 의외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마음을 정하고 걸어가려고 할 때, 누군가에 의해서라기 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그리스도인다움을 상실하려고 하는 의지”에 의해서 포기하거나 무너지게 되곤 합니다.  

4. 이러한 두 가지 상황 모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대답할 이유를 

빼앗아 버리고, 우리가 가진 기독교신앙이 무가치해 보이게 만들거나 무능력해 보이게 만들곤 

합니다. 시편기자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보다 먼저 살아가면서, 그러한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가야할 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5.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성삼위 하나님을 알려 주셨고, 세상의 처음과 

진행과 끝을 알려주셨고, 우리가 누구이며, 어디로 가는 존재인지와 우리의 의지와 관계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의미와 가치와 능력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본문에 의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의 걸음도 그렇게 

인도하여 나가실 것이라는 “믿음 (41절, “주의 말씀대로”)” 속에서, 묵묵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43절, “내 입에서”),” “따르려고 하고 (44절, “지키리이다”), “찾고 (45절, “구하였사오니”),” 

“묵상하는(깊이 생각) (48절, “묵상하리이다)” 시간을 가지면서 지금의 삶의 위치와 방향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의지 (42절, “의뢰함이니이다”)”하는 것입니다.  

6.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생각하고 

준비해야 합니다(벧전 3: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찾고, 따르고, 의지하면서 말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잘남대신 

연약함이 보이고, 완전함대신 부족함이 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루신 “구원의 은혜”말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우리를 

사랑하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이유”이며 근거인 것입니다. 

❖ 은혜 묵상 

1.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어떠한 종류의 도전을 만나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 

작아보이고, 초라해 보여서, 예수님을 나타내며 사는 것이 부담되십니까? 

2. 그것이 혹시 외부에서 오는 “훼방(비난”입니까? 아니면, 내면에서 오는 “실망과 좌절”입니까? 

3.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의지하는 것과 그 말씀 위에서 삶을 예수님께 의탁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 시간으로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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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