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온장로교회 수요말씀묵상교재  21-27 

 
수요말씀묵상교재 #21-27 (2021년 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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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223장(신, 236), 469장(신, 412)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119편 65~72절을 천천히 합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고난이 유익인 이유) 

1.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유익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고난은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절망과 

좌절과 포기와 낙담과 한숨 등등 부정적인 생각과 느낌과 감정 및 상황과 환경과 결과의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데, 이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71절,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렇다면, 어떠한 의미에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말일까요? 

2. 67절에도 “고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러한 고난이 없었을 때에는 시편기자가 “그릇 

행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고난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마치 “고난이 있어야만 올바른 성도로 살아간다”고 이해할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런데, 본문이 

드러내는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한다”는 의미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의 의미를 드러내는 것은 69절(교만한 자가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 하였사오나)에 

있습니다. “교만한 자”로 대표되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시 10:4)의 핍박과 억압을 지나가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들이 시편기자를 치려고 하였다면, 육체적인 억압이나 공격을 말하기도 

하겠고 정신적인 상처나 비난 등등이 동반될 것입니다.  

3. 시편기자가 하나님백성의 가치관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배우며 따라가려고 할 때 만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백성이 가진 가치가 세상의 가치과 충돌할 때 다양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사는 삶으로 이어지며 

더욱 더 견고하고 성숙한 성도로 세우기 때문에 “유익한 것”입니다. 71절 하반절에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라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여러가지 가치관의 도전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발버둥치는 그 

삶의 의미와 가치와 보람을 느끼고 경험하고 만끽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주의 율례)을 통해 

위로, 격려, 그리고 소망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소망을 

회복하는 삶을 놓고 시편기자는 마지막절인 72절에서,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보상과 격려보다 큰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4.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것은 고난의 극한을 감당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 고난이 고난의 

극한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가 집약되고 축적되어 한 번에 쏟아 부어진 형벌의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의하면, 그 고난을 달게 받아들이셨던 예수님께서 바라보셨던 것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히 12:2) …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고난의 극한을 지나면 주어지는 “즐거움” 곧, 하나님의 백성을 남김없이 구원하시는 

즐거움을 바라보시면서 십자가를 감당하신 것이지요. 그러한 의미에서, 고난이 유익이라는 사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5. 이제, 그러한 고난의 걸음을 먼저 걸어가시면서 구원을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그리스도인의 삶)이 비록 “고난” 곧, “가치관의 혼란 및 도전”의 

연속이라고 할지라도, 그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 은혜 묵상 

1. 오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지켜야 하는 삶의 

모습)의 혼란이나 도전(다시 말하면,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것들입니까? 

2.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으면서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안위와 

격려, 그리고 소망을 공급받아서, 더욱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기도로 의지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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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