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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말씀묵상교재 #21-32 (2021년 9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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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도하기 – 가족 중 한 명이 또는 개인이 기도를 인도합니다. 

❖ 찬송가 – 233장(신, 242), 482장(신, 364)을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부릅니다. 

❖ 성경봉독 – 시편 119편 105~112절을 천천히 합독 또는 봉독합니다. 

❖ 말씀 묵상 (말씀이 등빛인 이유) 

1.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무려 176절에 걸쳐서 다양하게 표현하면서(예, 주의 말씀, 주의 규례, 

주의 율례, 주의 계명 등등), 그 절대적인 필요성을 설명, 인정, 고백, 의지하는 시편기자는 이제 

히브리어의 22개의 알파벳 중에서, 14번째 알파벳인 눈(  נ )으로 시작된 단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 우리가 많이 보고 듣고 기록하고 암송하는 구절인 105절이 눈에 바로 들어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등”과 “불”이라고 

표현하여 그 절대적 필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이 두 단어를 합하면, “등불”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인생행보(人生行步)가 되는 “발”과 “길”에 등불이 된다는 말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시편기자는 그 말씀을 “길이 끝까지 행하려고” 자신의 마음을 기울였다고 마지막절인 

112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기울였다는 것은 마음을 결정하였다는 의미입니다. “길이 

끝까지”는 “인생의 마지막순간까지”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등불로 삼아서 마지막호흡 때까지 의지하고 따라가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3. 그렇다면, 시편기자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등불로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4. 107절에, “고난”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109절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경에 있사오나”라고 

표현되는 상황이 그 이유가 될 것입니다. 위경은 위기를 말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체적인 상황이 

조명됩니다. 바로 110절에 “악인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입니다. 시편기자는 인생을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서, 고난을 만났습니다. 그 고난은 위경 곧, “위기”를 만듭니다. 

그 위기는 악인이 쳐놓은 올무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평탄하고 안전하고 

넉넉하고 평안한 상황이 아닌, 악한 누군가로부터의 올무를 만나고 그 올무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이 위기가 되는 상황에 놓인다는 말이지요. 그러한 상황은 소위 빛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듯한 상황은 어둡게 묘사가 되지요. 캄캄하다고 표현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옷가지가 필요하지 않고, 돈이 필요하지 않고, 건강이 필요하지 않고, 성공이나 

성취나 힘이 필요하지 않고, 딱 한 가지, 빛이 필요합니다. 시편기자는 자신의 삶의 고난과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살아왔고 그렇게 계속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다짐합니다. 그 이유가 

보입니다. 바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의 길잡이가 되어 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경험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의 삶의 등빛이 된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그 어둡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즐거움”(111절)을 경험하며 “낙헌제”(108절) 

곧, “감사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5.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오늘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등불”만이 아닙니다. 더욱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지나시면서 완성하신 구원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한 “영생의 등불”입니다. 우리가 이 등불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알고, 이해하고, 믿고, 고백하면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 은혜 묵상 

1. 우리에게 오늘을 무겁게 만드는 짐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가로막고, 무너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만듭니까? 악한 올무가 앞에 

놓여 있고, 고난과 위기를 만나고 있습니까? 

2. 지금까지의 삶의 걸음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한 올무와 고난과 위기의 

상황을 이기도록게 인도하셨음을 기억합시다. 행여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적으셔도, 말씀이 등불이 되어 우리를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으로 인도하셨음을 꼭 기억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깊이 생각하고 다시 고백하고 의지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3. 이러한 삶,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등불”로 삼고 따라가기 위해,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와 연합하신 예수님께 기도로 의탁하는 성도의 삶으로 나아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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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