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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디퍼런트(Different)1 
2. 성도의 다름 
 

II. 상황 

1. 성도의 눌림(1 절)2 
1) 경건한 자들(하시드) 

①. 헤세드(ֶסד  하나님의 자비로운 행위(은혜) :(ֶח֫
②. 하시드(ָחִסיד): 하나님의 행위(은혜) 따라 사는 자 

2) 충실한 자들 
①. 아멘(ָאֵמן): 믿음의 대답 
②. 에먼(ֵאמּון): 믿을만한 자 

2. 비루한 시대(8 절)3 
1) 사악한 자들 
2) 비열한 자들 

3. 욕망의 충돌4 
1) 욕망: 요구한 것과 충족된 것 사이의 간극이 만들어내는 (무한)감정 
2) “인간의 다양한 욕망의 무의식은 말(언어)를 통해 나타난다.” 
 

III. 악인의 태도 

1. 거짓(2 절) 
1) 아첨 
2) 두마음5 

2. 교만(3 절) 
1) 혀의 자랑 
2) 내 인생은 나의 것 

①. 세상의 권리 
②. 성도의 권리6 

																																																								
1 문영미, <디퍼런트> 
2 공동번역, “믿음 깊은 자 한 사람도 없사옵니다. 믿을 만한 사람 하나 없습니다.” 
3 공동번역, “주위에는 악인들이 우글거립니다. 더러운 자들이 판을 칩니다.” 
4 자끄 라깡, <욕망 이론> 
5 공동번역, “속다르고 겉다른 엉큼한 생각뿐입니다.” 
6 고린도전서 9:12,18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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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성도의 다름 

1. 겸손 
1) 내 인생은 주의 것 
2) 간구 

①. 도우소서(יׁשע, 구원, 1 절) 
②. 끊으소서(כרת, 박멸, 언약, 3 절) 

2. 믿음 
1) 약속(5 절) 

①. 일어나(קום à כרת(cf. 3 절)) 
②. 두리라(cf. 안전지대(ַׁשע ֵ֫ à cf.1 (י 절, יׁשע) 

2) 구원(7 절) 
①. 보호 
②. 보존(=만족) 
 

V. 적용 

1. 예수 그리스도 
1) 언약 
2) 구원7 

2. 하나님의 말씀 
1) 사람의 말(2,5 절) 
2) 하나님의 말씀(6 절) 

①. 순전함 
②. 완전함 

 

VI. 결론 

1. 여전히 악한시대 
2. 살아야 하는 이유8 
3. 말씀의 안전지대9 

																																																								
   & 10:23-24,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7 로마서 14:8,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8 빅터 플랭크, <죽음의 수용소에서>, 주보글 참조      
9 싱클레어 퍼거슨, <성경, 하나님의 말씀>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