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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fam International ’2019

자산 : 전 세계 부자 26명 = 빈곤층 38억명

            금융위기 후 10년 소득 9000억 달러

•  매일 25억 달러 : 중간소득의 39,576배

                39,576년분 매일 벌어들임  

•  디지털 경제 : 승자독식의 심화

                      아마존, 구글, 유튜브, FB

•  가속화 : GNR not just 부 but 존재

I. 7장 : 교회

             ‘父는 나를 찾고 나는 父를 구찾두’

왜 세상나라에 불평도 없이 충성하십니까?

         규범 가치 판단의 절대화

1. 이 땅에서 핍박받는 성도들 8th(1-7결론)

5:10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11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

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2. 이 땅에서 죽임당하는 교회 : 세상을 거부

계 5:12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

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6:9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

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10       큰 소리로 불러 거룩하고 참되신 대

주재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

하여 우리 피를 갚아 주지 아니

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나이까

           父 : 모든 좋은 것으로 날 찾고

            나 : 중심의진실로 父를 구찾두

           
11절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

겠느냐 

승리의길

父와 일체

•  열매 = 유업자됨 : 父가슴으로 만유대접

                       창조의 완성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

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not 父를 조종하려 : 에고의 단절

        but 父와 일체되려 : 생명의 통

              공관 : 천지통 요한 : 안에

II. 유업자 : 높은 의식 

           ‘이기는 그에게는’

         낮아짐 : 상황에 기 눌림

          물질화   complex로 삶

          높아짐 : 들림받음 : 참 나됨 

          에너지화  끌어당김 예) 중력

벧후 1:3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영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써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앎으로 말미암음이라

1. 의식(에너지레벨)이 높아지는 길

•  거듭남 : 접붙음 = 에너지 수각성 ‘복’

구
찾두

의식

CS

   

      판단말라

    티-들보

거룩 진주 : 밟고

너희 : 찢어 상하게

   구 찾 두

                      하물며

대접 받고픈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

의-핍박 원수사랑 온전 우리 그나라 구함 교회



2. 거듭남 : 세상(마귀통치) to 천국(Ɵ통치)

          에고 : 나만 잘됨     생명 : 우리 잘됨 

              not 주어진 : 종교의 당위성

3. 거듭남

              but 선택한 : 유업(나됨) 피움

요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

는 권세를 주셨으니

          13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

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마 16:17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

버지시니라

                18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가 이기지 못하리라

         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

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III. 선택하라, 생명을  신 30:19

1. 사람의 본질적 특권 : 다스림

•  주어진 것의           무기력을 넘어서

           계산 이익(제도)    당위성

오디오 수레바퀴 아래서 -헤세-

            나됨의 천명 : sovereignty 

            나의 삶, 나의 가치 : 살고픈 삶

•  반드시 진리로 인도 : 자체 교정 능력

2. 복의 출발 : 초점성 – 극기력

가인의 삶은 끝        아벨(의)의 삶 출발

피하고 유리 염려      아픔의 수용 : 죽음까지  

      

3. 높은 의식이 열림

   父의 가슴으로 만유를 대접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William Carey-

IV. 어떻게 선택 : 느껴져야 한다

                     not 당위성

1. 이 세상은 지옥이다

   눅 4:6 요 12:31 14:30 16:11 18:36

   고후 4:4 이 세상의 신이 마음을 혼미하게

   엡 2:2 공중의 권세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구

하고

오직 ....  뿐 전혀 없다

에고 단절 욕심

거짓 중독

사랑 기쁨 자존감

진실 행복

가인의 후예 아벨의 후예

   예) 기념비(니체)

       사랑조차도

2. ‘나의 선택’  까지 에고를 다스릴 수 없다

                염려-판단

                       종교예배 : 단절
                 Yet
                       보이려고 : 겉사람

3. 나사렛 예수를 믿음 : 세상을 부정

   예) 마더 테레사와 반전주의자

•  이 세상에 ‘바랄 이를 지킬 것’ 있으면

   천국과 거듭남은 필요치 않다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13:44, 46

   을 결코 알 수 없다

             피하고 유리하고 나를 죽일 것

                           가인의 후예 : 나 지키기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좋았더라’

               父의 유업자 : 희생과 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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