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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27:1-14 – 찬양의 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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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편 27 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해치려는 적들로부터 보호하고 지켜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시인데 저자는 다윗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27 편의 구성을 살펴보면, 1-3 절, 4-6 절, 7-12 절, 그리고 13-14 절을 묶을 수 있습니다.  

o 1-3 절: 원수들 앞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가지는 확신 

o 4-6 절: 하나님의 집에 거하기를 바라는 소원 

o 7-12 절: 자신을 적들로부터 지켜 주시기를 바라는 소망 

o 13-14 절: 하나님의 은덕을 삶 가운데 보리라는 확신 

o 전체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점차 키워나가고 있는 저자를 볼 수 있습니다 

1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 

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2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3 군대가 나를 치려고 에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4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5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 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 주실 것이니, 6 그 

때에 나는 나를 에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7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8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9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 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십니다. 10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11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12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13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 

14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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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절에서 대비되어 등장하는 단어들이 눈에 띕니다: 빛과 구원, 피난처가 대적자, 

두려움과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빛은 종종 안전과 구원을 상징합니다. 우리를 

잡아 먹으려 하는 대적자 또는 원수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빛, 구원, 피난처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4-6 절에서 등장하는 단어들은 모두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들입니다. 

주님의 집 (house of the Lord), 성전 (temple), 주님의 초막 (tabernacle), 주님의 장막 

(tent), 제물과 같은 단어들을 묶어보면 공적인 예배의 자리를 나타내는 측면이 강합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가 자신의 피난처라는 의미입니다. 

• 7-12 절에서 원수들이 자신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원수가 누구인지 또는 

어떤 상황인지는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편 저자 (다윗)는 원수들로부터 

자신을 지켜 주시기를, 호의를 베풀어 주시기를 거듭 구하고 있습니다. 

• 8 절에서 나타난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라고 하시는 부분은 저자에게 하신 말씀으로 

해석이 가능하지만, 여러 사람에게 하신 말씀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초청에 저자는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서 예배하겠다). 이 부분에서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라는 부분은 실제로 “내 얼굴을 구하여라” 라는 의미인데 (영어 

성경을 보면 “Seek my face”) 9 절의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예배하여라’ 라고 하는 

해석에서 볼 수 있듯이 7, 8 절의 문답이 성전에서 이루어 지고 있음을 짐작케 합니다. 

• 시편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외면을 나타내는 

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깊은 절망을 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반대되는 

의미로 얼굴을 비추시는 것이 축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편에 자주 등장합니다.  

• 1-3 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확신에서 출발을 해서 다시 확신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13 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지키시고 은덕을 

보여주실 것을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는 모습으로 14 절에서 나타납니다.  

• 마지막 절은 자신에게 하는 말이라기 보다는 이 시편을 읽거나 듣는 사람들을 향한 

말이기도 합니다. 14 절은 “주님을 기다려라 (wait for the Lord)” 라는 말로 시작하여 같은 

말로 끝을 맺고 있는데, 강조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런 강조를 통하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주 느긋한 자세로 느긋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긴장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느낌을 주고 있고, 이것이 강하고 담대하게 기다리라는 말과 잘 연결이 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여호수아 1 장 8 절에 사용된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