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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말씀묵상교재 #21-31 (2021년 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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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231장(신, 240), 478장(신, 419)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119편 97~104절을 천천히 합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명철해야 하는 이유) 

1. 명철(明哲)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정의는 “총명하고 사리에 밝다”입니다. 그래서, 보통 명철하다고 

하면, 머리가 다른 사람에 비해 뛰어날 때 사용하고, 그러한 사람에게 기대되는 것은 작게는 그 개인의 

성공과 발전과 업적이고 크게는 지역사회나 국가, 인류에의 기여 정도가 될 것입니다. 명철하다면, 

학업성취도가 남보다 뛰어날 수도 있지만, 명철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꼭 그러한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살아갈 때의 지혜를 의미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어가는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더 많은 의미와 가치가 그 단어에 속할 것입니다. 이렇듯 

명철하거나 명철하게 된다는 말이 가지는 의미는 소위 삶의 영역에서 어떠한 유익을 줄 것인가로 

나타날 수 있고, 우리도 모르게 이 단어를 떠올릴 때면, 무언가 조금은 다른 것이나 나은 것을 기대하게 

되곤 합니다. 

2. 시편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지를 지금까지 12번에 걸쳐서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삶의 다양한 측면에서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나타내왔습니다.  

3.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명철을 가져다 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주의 법도를 지키므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99~100절)/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104절)>.  

4. 그런데, 그 명철이 자신의 삶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래서 그 필요성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위에서 살핀 것과는 다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확신을 가지게 되는 도구라고 이야기합니다<“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104절)>. 

모든 거짓 행위는 “악한 길”(101절)과 “원수”(98절)와 연결되어 있는 의미로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넒게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는 명철해야 하는 이유는 자신의 삶이 더욱 더 풍성해 지고 발전하고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미와 가치과 능력을 이해하고 알아가면서, 그 삶을 

묵직하게 걸어가기 위함이라는 의미이지요. 이러한 명철을 얻는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즉, 스스로의 노력이나 세상의 지혜와 수련에서가 아닌,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이러한 명철을 얻고 발전시키고 성장시키는 근거라는 말씀입니다. 

6.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완성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바울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설명하실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지혜”로 표현하게 하셨습니다((고전 1:24)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되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이해하게 되었고, 받게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묵직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사는 자리에 서게 된 것이지요. 

 

❖ 은혜 묵상 

1. 우리는 세상을 사는 지혜에는 빠르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필요한 명철에 대해서 느리지 않습니까? 

2. 어떻게 하든지 세상에서 잘되고 발전하는 것에만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묵직하게 살아가는 

것에는 무관심하게 되지는 않습니까? 

3. 그 명철 곧, 묵직하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도구를 얻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에 힘쓰고 있습니까? 

4. 이러한 삶,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의지하는 삶에 거하기 위해,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님께 기도로 맡겨드리면서, 명철한 성도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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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