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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뉴노멀(New Normal) 시대 

2. 불안한 미래 

3. 성도의 안심 

 

II. 성도의 상황 

1. 곤란한 현실 

1) 시인의 상황 

①. 곤란: 총체적 숨막힘 

②. 압살롬 혹은 사울 혹은 익명의 왕 

2) 성도의 상황 

①. 숨막히는 상황 

②. 환경의 총체적 배신 

2. 의의 하나님 

1) 시인의 기도 

①. 의의 하나님 

②. 의: 관계의 기준(조건) 

2) 성도의 기도 

3. 베푸신 은혜 

1) 너그러움: 길을 넓힘 

2) 지나온 인생 

 

III. 세상의 관점 

1. 성도를 욕함 

1) 시인의 명예 

①. 인생들: 유력한 자 

②. 영광: 영향력과 평판 

③. 험담과 조롱1 

2) 성도의 명예 

2. 공허를 좇음 

																																																								
1 시편 42:10,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이사야 36:18, “혹시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앗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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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허황된 말 

2) 좋아함 

3. 거짓을 구함 

1) 진리를 거스름 

2) 자기를 기만함 

4. 영원하지 못함 

1) 대체 언제까지 갈 줄 아는가? 

2) 그 입 다물라! 

 

IV. 성도의 자세 

1. 알아야 함 

1) 경건한 자를 택하심을 

①. 경건2 

a.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관계 

b. 사랑과 신뢰로 

c. 성실하게 지켜가는 것 

②. 경건한 자3 

a. 하나님 의지 

b. 순종과 정의 

c. 정직한 기도 

③. 택하심 

a. 구별함 

b. 특별한 대우 

c. 고센 땅의 구별4 

2) 경건한 자의 기도를 들으심을 

①. 자기를 위하여 

②.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 

2. 말아야 함 

1) 화가 나도 죄짓지 말라 

2) 침대에 누워 말하고 잠잠하라 

																																																								
2 ‘의’의 단적인 사례 
3 존 파이퍼, <하나님의 기쁨>  
4 출애굽기 8:22,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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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말함: 생각함 

②. 잠잠: 통곡함 

③. 잠 못 드는 밤 

3. 드려야 함 

1) 의의 제사를 

①. 의5와 제사 

②. 정직과 거룩과 회개 

2) 내 의지를 

①. 의심을 버림 

②. 확신을 가짐 

4. 구해야 함 

1) 세상의 낙을 버림 

①. 낙: 가치, 즐거움, 쓸모 

②. 누가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수 있는가 불안 

2) 주의 얼굴을 구함 

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 

②. idiom: 예배의 은혜를 구함6 

3) 상대주의 시대, 오직 하나님만 선하시다 

 

V. 적용 

1. 성도의 기쁨 

1) 얼굴의 빛을 쪼임 

①. 마음에 두신 기쁨 발견 

②. 두신(MSG) 

a. Give(주시고) 

b. Set(세우시고) 

c. Make(삼으신다) 

2) 새 곡식과 새 포도주보다 큰 기쁨 

①. 소유의 기쁨 

②. 일시적 기쁨 

																																																								
5 1 절 참조 
6 민수기 6:25-26,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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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나님의 기쁨7 

1)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할 때 기뻐하신다 

2)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쁨을 얻으신다 

3)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다 

4) 하나님은 우릴 구원하심으로 기쁨을 주신다 

5) 하나님은 오늘도 우릴 구원하신다 

6) 그 사실로 오늘도 우리는 기뻐한다 

7) 우리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 

8) 하나님의 기쁨을 묵상할 때 우리의 기쁨이 주어진다 

9) 우리가 기뻐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10) 하나님의 기쁨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일하신다 

3. 성도의 안전 

1) 성도의 신앙감정8 

2) 같은 침대 다른 결과(cf. 4 절) 

①. 안전9 

②. 잠10 

 

VI. 결론 

1. 질문 

1) 불안을 이기는 기쁨 

2) 구하고 있는 삶의 낙 

3) 소유에 휘둘리는 기쁨 

2. 저녁의 기도 

1) 불안한 아침11 

2) 평안한 저녁 

3. 축원 

																																																								
7 존 파이퍼, <하나님을 기뻐하라> 
8 조나단 에드워즈, <신앙감정론> 
9 시편 124:7,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지므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10 시편 127:2,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11 시편 3:5-6,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 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