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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상말씀. 시편 91편 14절 – 16절.
14.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
를 높이리라 15.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16.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케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묵상제목.‘하나님을 사랑하며 높여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가 누리는 삶의 견고함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높이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구원과 보호는
어려운 순간에 함께 하심을 통해 분명히 이뤄집니다. 그래서 간구할 때 응답하시고, 환난
때에 건지고 영화롭게 됨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발견합
니다. 하지만 주어진 약속이 완전히 이뤄진 것은 아닙니다. 약속의 이뤄짐을 위해서 우리에
게 엄밀하고 엄중하게 요청되고, 요구되고,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인
생의 지존자이시고 전능자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
려 노력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로서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는 무엇으로 드러낼 수 있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 그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드리
는 헌신은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집중,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의미에서의 헌신
으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내 생각, 내 계획, 내 판단,
내 의심, 내 두려움, 내 미움과 분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것들을 거스르고 걸러내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을 확실히 증명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만큼의 결단과 끊임없는 노력, 영적인 깨어 있음이 요청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폭우와 같은 복을 누릴지 메말라가는 우물에서 건져내
는 채 한 바가지도 채우지 못하는 물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
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크고 위대하신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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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줄 기도.

모든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예
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