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복음적인 “말씀묵상(QT)”요령!!

말씀묵상은 단순히 성경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닌, 
매일 성령충만한 가운데 드리는 개인예배(personal worship)가 되어야 합
니다. 반드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진행하고 기도로 끝내야 합니다. 이 
개인예배에는 반드시 세가지 요소(3R)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Repent(회개): 성령께서 지적하시는 모든 죄를 회개하는데, 모든 죄의 본
질은 내 자아를 드러내고/ 확장하려는 “죄의 본성”에 있다. 따라서 행동
적인 죄와 함께 내 옛 자아를 죽이지 못한 죄를 회개함. 

Rebuke(꾸짖음)/Rescind(무효화): 나를 유혹하는 마귀/세상을 믿음으로 
꾸짖고, 내 마음에 미친 악한 영향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성한 
구원을 근거로 무효화를 선포함. 

Repletion(충만함)/Rejoice(기쁨): 그 결과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넘쳐서 
성령충만과 기쁨이 찾아옴. 

많은 분들이 성경본문을 읽고“내가 이 본문에서 무엇을 배우고/ 내가 무
엇을 느끼고/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을까”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것은 잘못
된 접근입니다. 바른 접근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복음의 핵심인 그리스
도를 중심으로 묵상해야 합니다.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므
로 이 거대한 흐름(방향성) 속에서 각 구절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언제
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그리스도가 어떤 일을 하시나? 그리스도가 
내게 뭘 말씀하시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
하면서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말씀묵상은 성경공부가 아니고 
말씀과 기도로 매일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거룩하지 못한 내가 거룩
한 주님을 만나면 내 안의 더러운 죄가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죄를 회개
하고 옛자아가 죽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오직 내안에 예수 그리스도
만이 점점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 이
루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묵상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
다. 적어도 3년-5년이상 꾸준히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고 말씀으로 주님
과 교제할 때 점차로 이루어집니다. 말씀묵상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
나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이 없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처음부터 잘 되는 사람은 아
무도 없습니다. 목장에서 목자/목녀들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시작하십시
오! 혹시 중간에 못하게 되어도 포기하지 말고 그 날부터 다시 시작하십
시오! 말씀 묵상을 통해 매일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하루

삶이 변화됩니다.

QT

6월

2020년

신명기 27~34장/시편 127~135편

마라나타 비전교회
MARANATHA VISION CHURCH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
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네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네 하나님께 돌아오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몸의 소생과 네 가축의 새끼와 네 토지 소산
을 많게 하시고 네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날짜      본문                                     제목                                    찬양       매일성경 

25(목) 시
129:1~8

악인은 하나님 백성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새543 
통342

신30, 시119:73~96 
사57, 마5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괴롭혔으나 그들은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악
인들이 이스라엘의 등 위로 고랑을 길게 지었으나 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들의 줄을 끊
으셨습니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당해 물러가고 지붕의 풀처럼 자라기도 전
에 마를 것입니다.

26(금)
시

130:1~
131:3

기도하며 기다리고 바람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새363 
통479

신31, 시119:97~120 
사58, 마6

시편 기자가 죄악으로 인해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용서하심이 주님께 있으니 그분을 경
외하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간절히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는 마음과 눈이 
교만하지 않아 분수에 넘치는 일을 마다하며, 그의 영혼은 어머니 품에 있는 젖 뗀 아
이처럼 고요하고 평온합니다.

27(토)
시

132:1~18

주님이 계신 곳에 참된 만족과 구원이 있습니다 새95 
통82

신32, 시119:121~144 
사59, 마7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처소를 발견하기까지 잠들지 않으려 한 다윗을 기억해 달라고 간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에브라다에서 찾은 권능의 궤와 함께 하나님이 평안한 곳에 
들어가시길 요청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영원히 왕위에 앉히시고, 시온을 그분
의 거처로 삼겠다 하셨습니다.

28(일)
시

133:1~
134:3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며 영생을 누리는 공동체 새40 
통43

신33~34, 시119:145~176
사60, 마8

형제가 연합해 동거함은 보배로운 기름이 머리에서 옷깃까지 흐름과 같고, 헐몬의 이슬
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는 밤에 성전에 서 있는 하나님의 모든 종
에게 성소를 향해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시
온에서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29(월)
시

135:1~14

하나님의 큰 행적을 찬양하고 대대로 기념하라 새67 
통31

수1, 시120~122
사61, 마9

하나님의 종들은 그분의 선하심과 아름다운 이름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
보다 위대하시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다 행하십니다. 이스라엘을 그분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시고 애굽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가나안의 강한 왕들을 죽이시고 그들의 땅
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30(화)
시

135:15~21

생명 없는 우상을 의지하면 생명 없는 삶이 됩니다 새322 
통357

수2, 시123~125
사62, 마10

열국의 은금 우상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것들은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
하며, 아무 호흡도 없습니다. 우상을 만든 자와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은 그분을 송축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시온에서 찬송받으
실 것입니다.

“신30: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