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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말씀묵상교재 #21-26 (2021년 8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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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222장(신, 235), 468장(신, 410)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119편 57~64절을 천천히 합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동무가 되는 이유) 

1. 동무란 “친구(親舊)”의 옛 표현으로, “사귀어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사전적 정의가 됩니다. 

세상을 살면서 주변에 동무가 있으면 좋고, 좋은 동무가 많이 있으면 좋고, 아주 가까운 동무가 

있어서 기쁜 일과 슬픈 일을 모두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더더욱 좋습니다. 

2. 세상에는 동무가 되는 이유가 많이 있습니다. 동무가 되는 조건이나 기준들을 스스로 세우고 그 

조건이나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면 동무로 부르고 여기고 인정하고 유지하며 살아갑니다. 

3. 물론, 그러한 기준과 조건들이 항상 정확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의 마음이 

변하기도 하고, 상황이 변하기도 하여, 이러한 동무의 관계가 지속되지 못하거나 그 관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4. 그래서, 좋고 진실되고 지속적인 동무가 우리 옆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으나, 

시간이 지나고 인생의 여정이 깊어질수록 점차로 그러한 마음이 사라지고 포기가 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어떠한 동무가 있으신가요? 

5.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참된 동무”를 사귀고 “참된 동무”가 되어주는 이유(기준, 조건)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본문의 63절(나는 주를 경외하는 모든 자와 

주의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에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두가지로 표현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두려워함, 인정함)하는 사람이 동무가 되는 첫째 이유(기준, 조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자는 거룩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성령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책임지고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말씀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살피는 사람을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 자녀다운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배우고, 순종하려고 발버둥치는 사람이 동무의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6. 그것은 상대방을 향해 요구하는 것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먼저 우리를 살피고 

우리가 그러한 사람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것이 본문 57절(나는 주의 

말씀을 지키리라), 58절(내가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였사오니), 59절(내가… 주의 증거로 내 

발을 돌이켰사오며), 60절(주의 계명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61절(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62절(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이다), 64절(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에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실현되고 있습니다. 즉, 시편기자는 스스로 이 기준에 의해서 

자신이 좋은 동무가 되는 걸음을 걸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었던 것이지요. 

7.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는, 좋은 동무가 되는 이유 중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좋은 동무로 세워진 것입니다.  

❖ 은혜 묵상 

1. 나는 좋은 “동무”다운 사람입니까? 어떠한 면에서 그렇습니까? 

2. 나는 상대방에게만 “좋은 동무”가 되라고 요구하지는 않습니까? 

3. 이제 그러한 좋은 동무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을 기도로 붙잡고 성도 안에서 좋은 동무의 걸음을 

서로 격려하면서 걸어갑시다. 잠시 묵상하고 기도로 예수님께 우리의 걸음을 의탁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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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