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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말씀묵상교재 #21-25 (2021년 8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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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221장(신, 246), 466장(신, 408)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119편 49~56절을 천천히 합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소망이 있는 이유) 

1. 오늘 본문인 시편 119편 49~56절위 분위기는 그동안의 분위기와는 사뭇 다릅니다. 조금은 

역동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 역동적인 분위기가 필요한 이유는 그동안의 내용과 

같습니다. 즉, 시편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어려움들이 있고 그것이 자신을 힘들게 한다는 상황 말이지요. 그러한 내용들이 

“곤란”(50절), “조롱”(51절), 그리고 “악인”(53절)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2. 그러한 상황 속에 필요한 것들 중에 중요한 것이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소망이 있는 

이유를 기록합니다. 그 이유는 “주께서”(49절)입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는 그가 

만나는 성도로서의 어려운 여건들(경제적인 것을 포함하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하면서 만나는 저항들)을 극복하는데 있어서 만능키와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매 절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3. “위로”(50절),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50절), “주의 옛 규례를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52절), “주의 율례가 나의 노래가 되었나이다”(54절),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56절), 그리고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56절)이 자신의 삶을 제한하고 억압하는 저항들을 극복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시편기자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훌륭한 모습입니다. 

4. 특히, 시편기자의 마지막 표현이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내 소유는…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질문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가라는 비교앞에 설 

때 말입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멋있는 표현의 주인공이라고 자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만 강할 뿐입니다. 

5. 본문이 만일 이러한 내용으로만 가득하다면, 우리는 절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구조를 

다시 보시면, 위로를 얻습니다. 그것은 이 시편에서 시편기자가 소망이 있는 이유를 밝히는 것에 

있습니다. 즉, 시편기자는 자기자신의 삶을 송두리채 바꿔주신 분, 하나님 아버지를 자신의 소망의 

이유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주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았고, 그래서, 그것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삼은 것입니다.  

6. 자기자신이 이루어가는 삶의 질이 자신의 소망이 아니고, 자기자신이 이미 완전한 소망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 소망을 가진 사람으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것임을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내용을 자랑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가, 자신의 삶이 잘 

달려가고 있다고 뽐내기 위해 56절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삶에 

소망이 있음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임을 기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고자하며, 

따라가는 것만이 자신의 소유가 된다는 것을 고백하며, 그 자리에 서려고 했던 것이지요. 

7.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만에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변함없이 영원한 

소망 곧,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려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 은혜 묵상 

1.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싶습니까? 무엇이 가장 힘있는 소망일까요? 영원한 소망을 추구하십니까? 

2.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님께, 오늘 우리의 삶을 의탁합시다. 영원한 소망을 가진 자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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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