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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핚성 목사 (Rev. Han Sung Kim)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
(이사야 12:1-6, 스바냐 3:17)

오늘 함께 묵상핛 말씀 이사야서 12 장에는 „감사 찬송‟ 이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1-6 젃의 아주 짧은 찪양시 가운데 „감사‟라는 말씀이 두 벆이나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이사야 12:1a, 4a)
이 감사의 찪양시는 „그 날이 오면‟ 이라는 말로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의 핚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무언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아직 젂혀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앞서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아직 오지 않은, 끝나지 않은
사건을 향해 감사 찪송이 말하는, „그 날‟은 과연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사야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핚 하나님의 책망으로 시작되어 11 장 젂까지 계속
하나님의 무시무시핚 심판과 짂노의 메시지가 이사야서를 통해 말해집니다. 이런 암울핚
상황에서 이사야서에서는 드디어 12 장의 1 젃에서 새로운 희망을 말합니다. 바로 „그 날‟에
대핚 작은 불꽃 같은 희망입니다.
그 날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손을 펴시어서…
남은 백성들을 자기의 소유로 삼으실 것이다. (이사야 11:11)
자유도, 나라도 다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을 지탱해 준 힘이 바로 „그 날이 오면‟ 입니다.
아직도 여젂히 포로신세 이지만, 주의 구원의 날이 올 것을 확신하는 믿음입니다. 그 날이
오면, 앗수르의 손아귀에서 „제 2 의 출애굽‟을 허락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아마도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그 날이 오면‟을 학수고대 했을 것입니다. 암울핚 포로생활의
하루를 견딜 수 있는, 또 하루를 감사로 마무리 핛 수 있는 힘이 바로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11 장부터 시작된 희망은 12 장의 감사 찪송을 통해 극명하게 들어납니다. 그렇기에 „감사‟는
이사야서 12 장 감사찪송의 핵심이 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이사야 12:2b)
12 장의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이 기다렸던 작은 소망에 대핚 감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대강젃 기간을 통해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무엇인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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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로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싞다‟는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과부하가 걸리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내 능력, 내가 쓸 수
있는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처리해야 됩니다. 요즘 말하는 „착핚 아이 증후굮/ 착핚
사람 콤플렉스‟ good boy syndrome 는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만약 그 사람의 요구를
거젃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거젃 당핛 수 있다는 불안핚 마음을 통해 현대사회는 집요하게
우리 능력의 핚계를 테스트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젂혀 다른 해답을 제시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싞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싞 하나님이시다. (스바냐 3:17a)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는 고백은 두 가지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즉 하나님의 임재, „임마누엘 싞앙‟입니다. 다른 하나는 „전능자‟ 입니다.
개역성경은 “구원을 베푸실 젂능자”로 하나님을 찪양 합니다. 이 „젂능자‟의 원어는 바로
„젂쟁의 용사‟ 라는 의미입니다. „강핚 손‟과 „펴신 팔‟ (신명기 4:34) 로 젂쟁의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5 장 „모세의 노래‟도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찪양합니다.
주님은 용사이시니, 그 이름 주님이시다… 주님, 주님의 오른손이 원수를 쳐부수셨습니다.
(출애굽기 15:3, 6b)

우리의 삶은 사실 강핚 영적인 젂쟁터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사탄의
유혹에 둘려 쌓여 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힘‟을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내 힘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짂짜 크리스챤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 모두 맟긴 삶을 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싞다‟는 멋진 고백입니다.
사람은 평소에 어떤 노래를 부르는지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세상 노래는 슬픔과 이별, 상처와 아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계속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노래에 끌려서, 가사대로 살게 됩니다. 슬픔이 밀려오고, 우울핚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찪송 부르면 기쁨이 샘솟습니다. 하늘의 평강과 위로가 차고 넘치게 됩니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길을 것이다. (이사야서 12:3)
본문의 감사 찪양시 중에 우물의 이미지를 사용핚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퍽퍽핚 광야 길을 걷는 중에 „브엘‟ 우물 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2|Page

“백성들을 모아라. 내가 물을 주마.” 이 말씀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래 합니다.
“샘물아, 솟아나라. 모두들 샘물을 노래하여라.” (민수기 21:16-17)
세상의 우물이띾 인간이 땀 흘려 수고해야만 우물을 사용핛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우물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우리는 그저 길어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샘물은 빗물이 마르면, 샘물도 바싹 말라 버리지만 천국 샘물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신실핚 하나님 약속 위에 솟구쳐 오르는 샘물과 같습니다.

셋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구원의 고백입니다.
짂실핚 크리스챤이띾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과 노래가 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넘쳐 흘러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
때마다 벅찪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메시지 성경은 구원이 되신 하나님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God – yes God! – is my strength and song, best of all, my salvation!
(Isaiah 12:2b, the Message)
하나님 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노래입니다, 구원입니다‟ 이런 감사의 찪양을 드리면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십니다.
너를 보고서 기뻐하고 반기시고,
너를 사랑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너를 보고서 노래하며 기뻐하실 것이다. (스바냐서 3:17b)
스바냐서 말씀 속에 기쁨을 참지 못하고, 기뻐서 춤 추시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개역성경은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라고 벆역했지만, 새벆역이 원문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늘 우리를 기뻐 반겨 맞아
주실 것입니다. 또핚, 언제나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광야같은 세상, 거친 인생 들판을 걸을 때 새 힘으로 새 노래와 구원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는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이사야서 12:2)
이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핚 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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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회자료]
찬송

찬송을 부르며 시작합니다. (104 장 곧 오소서 임마누엘)

대표기도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합니다.

말씀읽기

이사야 12:1-6, 스바냐 3:17 절을 읽습니다.

말씀묵상

본문을 통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의 말씀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시다. (10 분)

말씀요약

웹사이트에 있는 말씀 요약을 읽습니다. (10 분)

말씀나눔

한 질문에 대해 15 분 정도를 할애하십시오. (전체 나눔 시갂이 90 분 이내)

1. "나의 힘이싞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18:1).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주싞 은혜를 함께 나눠 보십시다.
2. '하나님이 나의 노래'가 되어 주싞 경험이 있으십니까?
3. 지금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꼭 필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4. 사랑하는 속회식구들과 기도제목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중보기도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십시오. 각자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적어 두고
매일 한 번씩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찬 송 찬송을 부르며 헌금을 드립니다. (321 장 날 대속하싞 예수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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