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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픔을 뚫는 영혼의 향함        12-10-17

•  빅토르 위고 Vitor Marie Hugo

   1802-1885 시인 극작가 문호

   15세 프랑스 아카데미 콩쿠르 

   16세 격주간지 발행

   20세 첫 시집 Odes 

        루이 18세 1,000프랑 은급

   39세 프랑스 아카데미 회원 계속된 방탕

   1843. 9. Leopoldine(19) 보트전복익사

  “하나님께서 내 형벌을 네게 내리셨구나”

- 새로운 여정

  10여년의 작품중단, 의회의원, 

  쿠데타 19년 추방

  관조, 레미제라블, 웃는남자, 사탄의 종말 등

- 민중작가 ‘사람’

  장발장, 콰지모도, 어부, 노동자, 사형수

  국장 : 온 시민들 판테온에 

  유산 : 가난한 이들에게

- 가톨릭교회 : 많은 저서 금서조치

 “하나님과 영혼과 책임감이 진정한 신앙이다”

•  빌키에를 찾아와서

아름답고 조용한 저 지평선에 가슴 조이며 

지금 나는 강가에 앉아

내 가슴속의 깊은 진실

또한 저 잔디 속에 피어난 꽃을 쳐다봅니다

내 사랑하는 딸이 영원히 잠자는

저 어둠의 석상을 내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제 나는 그만큼

괴롭기는 하지만 평정을 찾았습니다

들판이며, 숲, 바위와 계곡, 또한 은빛 강물

이 숭고한 경계에 감동되어

스스로의 왜소함과 주님의 기적을 깨달으며

이 무한한 우주 앞에 나는 이성을 회복합니다

우리들 모두가 신뢰할 주님

당신의 영광으로 가득 찬

그러나 당신께서 부숴버린 이 마음의 조각을

진정된 마음으로 당신께 바치나이다

생명의 하나님, 오, 주여! 당신께 와서

당신의 관용과 자비,

또한 인자하심을 깨닫습니다

당신만이 당신의 하시는 바를 아시며

인간은 바람에 흔들리는 한 포기 

등심초라는 것을 나 이제 알았습니다

오디오 가난한 사람들

I. 생명(영혼)은 아픔에서 피는 신비

1. 우리의 하나님 : 아파하시는 하나님

                        인격성숙에 비례

2. 예수 그리스도 : 아픔에 함께하심

                   아픔으로 오셔서 아프게 사시고

3. 온 우주 : 모든 것–생명이 아파함

롬 8:22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

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

리가 아느니라 

4. 다윗 : 아픔을 산 사람

양치기 막내, 10여년의 추방, 밧세바와 죄

압살롬의 반란, 남북분쟁, 세바의 반역

인구조사와 3일의 역병, 성전건축 거절됨

삼하 24:17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

거니와 이 양 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

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

버지의 집을 치소서 

5. 아픔의 반대 : 거짓

                 진실은 아프다

요 8:4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고자하여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제 것

으로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II. 아픔의 신비

1. 영혼이 열리는 생명의 웜홀

시 50:15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렘 33:3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

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2. 아픔의 공유 : 하나님나라 

                   하나됨



엡 2:14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

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16 십자가로 한 몸으로 화목하게 하심  

으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  탕자의 귀향 : 아버지와 아들의 아픔

                     생명의 웜홀

            자기만 : 두려움(ego)•  아픔
            우리의 : 용기(한 맥박)

III. 시 42,43편 : 켜켜의 아픔 뚫는 

                       영혼의 향함   

1. 시 42:1-5 절망 속의 부르짖음 : 다짐 

  1절 내 영혼이 주를 찾아 갈급합니다

    2절 내 영혼이 갈망 : 언제 뵈올꼬

  3절 네 하나님이 어디 : 눈물이 내 식사

    4절 내 영혼이 상함 : 성전에 모이던 기억

  5절 내 영혼아 어찌 낙심-불안 ϴ을 바라라

2. 시 42:6-11 여전한 절망과 거부의 몸부림

6절상 내 영혼이 낙심되었습니다

      기억합니다 : 요단, 헤르몬, 미살산

      주의 폭포로 깊은 물 깨워 

         주의 물결을 일으킴

      낮에는 헤세드를, 밤에는 찬송을 주시니

      기도합니다 : 내 생명의 하나님께 

9절상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어둠에 다니게 하십니까

      네 하나님 어디 : 내뼈가 으스러집니다

11절 내 영혼아 어찌 낙심-불안, ϴ을 바라라

3. 시 43:1-5 절망의 끝에서 정제된 진실

1절 나를 판단하소서, 나를 변호하소서

    불경, 거짓된, 불의한 자들에게서

• ‘내 의’의 확신과 문제는 ‘저들’

   내 속의 불신(ϴ의 캐시화)을 못봄

2절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어둠에 다니게 하십니까

3절 웜홀의 열림 

    나를 인도 :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주의 성산, 주의 성소에 이르게

 아픔    약함 as 수치 ▷ 피해자 게임

어려움   주님의 부르심 ▷ 영혼의 부르짖음

•  진실의 인정 : 많이 아프다

   예) 말씀만나기

4절 내가 제단 : 내 기쁨되신 하나님을 뵈옵고

                                            수금으로 기뻐 주를 찬양

                                   오 하나님, 나의 하나님  

•  전환 : 기쁨이 not 상황 but 하나님

5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나는 다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내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  하나님의 응답 : KG not 상황개선

              in my soul

         정직하게 아파함이 생명을 연다

IV. 4차원의 모든 방해와 속임을 뚫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영혼의 고백

                               생명의 웜홀

1. 부르짖음

   하나님 33 (God 20, 주 10, 그 3)

   얼굴, 집, 산, 성소, 제단, 

   생명, 반석, 요새, 기쁨

   여호와(Lord) 1, 영혼 7, 내 너 네 55

2. 아픔은 아름답다

    
   아픈만큼 사랑이며, 편한만큼 거짓이며

   아픈만큼 생명이며, 거짓만큼 허무하다

   모든 사랑, 생명, 아름다움 속에 

   아픔이 있다

V. 아픔은 수치가 아니다!   

•  세상의 거짓 : 아픈자 = 패배자

   아픔 속에서 생명이 가꾸어진다

         
오디오 말을 찾아서  -이순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