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시 116:7, 12, 19절                             4-22-18

제목: 멈춤-언약의 고백                                 말씀만나기

•  중심 구절 : 7, 12, 19절

7절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  

엇으로 보답할까

19절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  말씀을 준비하며

   1. 작은자 사용

   2. 준비하는 과정의 기쁨

   3. 시편 116편을 만난 여정

•  단락나눔

      1 -7 절 : 나의 경험

                        8-14 절 : 나의 발견

  15-19 절 : 나의 나됨

•  이상한점  반복되는 단어 : 

   내, 내가, 네게(32) 여호와(20) 사망/죽음(3) 

   영혼(3) 구원(3) 여호와의 이름(3) 기도(3) 서원(3)

   - 시제

   - 어색한 표현들/문장들(10절, 11절, 15절)

•  등장인물 :  나, 여호와,        

•  큰그림 그리기

   1. 관계 (나와 하나님)

   2. 변화의 원동력

   3. 변화의 열매

들어가는 질문 : 나는 누구인가?

7절 내 영혼아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I. 첫째 단락 : 나의 경험   

1절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시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2절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

에 기도하리로다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4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5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

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6절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  단락의 구조   - 경험의 결과 (Statement)

               - 경험 (주관적)
       - 멈춤

•  3-6절 : 경험

   - Story Telling

   - 고난의 구체적 설명 (경험)

   -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스올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Graphic Image 

   - 여호와의 이름으로 – 기도하기를, 구하오니

                                 건지소서(언약) 
   - 우리 하나님, 긍휼

                 (라함) 
   사 49:15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

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

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  1-2절 : 경험의 결과-언약을 지키리라
   - 사건 총정리

     • 주관적 경험  • 조건적 사랑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  

       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  7절 : 멈춤 하나

   - 내면의 나와의 대화(변화의 원동력) :

         나의 순종의 의지

II. 둘째 단락 : 나의 발견    

 8절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

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9절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10절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

에도 나는 믿었도다

11절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

말쟁이라 하였도다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절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  10-11절 : 경험

   - 문맥의 흐름을 위해 과연 필요한가?

   - 말할 때에도/기억으로 초대

   - “크게”, “놀라서”/주관적 경험의 표현

   - 말할 때/모든 사람(자아의 발견, 고백과 진실)

첫째 단락 둘째 단락

고통의 
묘사

 장황 : 사망의 줄
 스올의 고통,
 환난, 슬픔

 함축 :
 크게 고통을

문제해결

 수동적 :
 내게 이르리니
 간구 : 구하오니
 건지소서

 능동적 :
 말하였다
 선포 : 믿었도다
 하였도다

           구함에서 담대함으로



•  8-9절 : 결과 - 언약을 지키리라!

   - 사건의 statement 하나님을 살리셨다/

                       내가 행하리로다

   - 여호와 앞에

       Panyim : Face

•  12절 : 멈춤 둘 

   - 멈춤의 시간

   - 평안을 구함 → 은혜 보답으로 전환 

   - 나의 존재의 발견 / 나됨의 시작 

•  13-14절 : 소망

   - 구원의 잔

     출 25:29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정금으로 만들며

   -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창 13:4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 26:25 이삭이 그곳에 단을 쌓아 여호

와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장막을 쳤더니 

그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 서원

     시편 66:13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니

     요나 2:9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

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III. 셋째 단락 : 나의 나됨   

15절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16절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

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19절 예루살렘아, 네 한가운데에서 곧 여

         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17절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

름을 부르리이다

18절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

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  17-18절 : 경험

   - 13,14절의 반복, 소망의 실현을 경험

   - 감사제, 여호와의 이름, 서원

               예배

•  15-16절 : 결과

   - 경건한자 (성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 

     의 죽음 : 예배

   - 여종의 아들 / 주의 종 -모태로 부터 종 

     시 86:16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

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

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  19절 : 멈춤 셋

   - 평안을 구함 → 은혜 보답으로 전환 → 

       하나된 나를 바라 봄 (동일시)

   - 예루살렘아, 한가운데서, 지키리로다

       예배자, 나의 의무, 증인, 행하는 자

할렐루야

IV. 적용

   원동력 : 관계의 기억(경험과 멈춤) -  

              하나님과 사귐    

1. 경험에서 나오는 힘

   - 자신감

   - 표현, 열정 

     ex) 본문 내용, 군대 & 육아이야기

2. 절차기억

   - 몸의 기억 ex) 여름이 이야기

3. 나의 의지

   - 구,찾.사

   - 여호와의 이름으로

4. 돌아가는 질문 “나는 누구인가”

   - 구원 = 나의 나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