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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약속은 가꾸어 세우는 것        12-17-17

I. 약속의 비밀 mystery of covenant

1. 쫄리 신부와 마뉴의 만남  

   •  아킬에게 총 맞은 마뉴

   •  돈 보스코 공동체 : 남수단 톤즈마을

   •  마뉴의 의심, 경계와 분노

2. 문제아 마뉴

   •  마뉴의 폭력

   •  제임스 신부님과 마리아 수녀님

   •  마뉴의 기억

   •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고해성사

3. 바보야와 라이촉 마을

   •  드럼사건

   •  라이촉 마을

   •  마뉴의 흰 운동화

4. 쫄리 신부의 한국방문

   •  진료실 파괴

   •  총을 훔침

   •  총 사고와 고백

오디오 이태석 신부

“약속을 지키지 않음 = 영혼의 망가짐”

5. 돌아온 마뉴와 돌아간 마뉴   

   •  추기경과 대통령 환영

   •  아킬과의 만남

   •  운동화 풀에서 떠난 마뉴

   •  3년 후 대장암 말기로 선종

   •  2010년 봄 : 톤즈마을 추모 행진

      마뉴 “흰 운동화 신고 따르며”

II. 약속은 관계를 통해 세워진다

                           영혼에 세워짐

•  약속 = 관계 = 영혼

         생명 = 신실함

1. 약속은 종말적이다 

시 33:3 새 노래로 그를 찬양하라

        새 시간을 바라봄 = 종말적

계 5:9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

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

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

께 드리시고

   10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

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2. 약속은 영혼으로 산다   

       상황의 초월

롬 8:13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약속       상황

III. 시 33:1-22 언약백성은 복되도다

 1-3 의인들아(정직한 자들) 새 노래로 

         찬양하라

   4-5 여호와의 말씀과 행위는 진실하여

             헤세드로 충만하다

     6-9 여호와의 말씀으로 만유를     

             창조하셨다, 그를 두려워하라

 10-12 세상의 도모 폐하나 여호와의 뜻은 

              영영히 : 언약백성은 복되도다

  
     13-15 여호와는 모든 인생을 살피시고

                 그 보좌에서 마음과 행위를 

                환희 보신다

   16-19 구원과 생명은 여호와께로 ; 

                그를 경외하고 헤세드를 바라라

   
 20-22 우리의 영혼이 바랍니다 : 주의 

        헤세드를 – 영혼의 기쁨으로  

•  영혼 = 헤세드 바람 = 기쁨

                 새 노래



IV. 나와 거짓들

1. 수많은‘나’들

        영혼의 나 : 켜켜 뚫는 부르짖음

              씨앗            아픔

•  영혼의 능력 : 순전함 (pure)

마 5:8 마음이 순전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pure in heart, shall see God

           예) 가난한 사람들의 남편

2. ego의 변신들 : 영혼의 마취

막 5:9    네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other-directed person

•  현실도피(실제 피하기) 기재들

   상황의 정당화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

   피해자게임 – 다른이들 탓이야

   완전할 수는 없어

   잘하면 좋겠지만 불가능 – 믿음으로 의롭다

   나는 부족할 수밖에 없어

   나는 세속적 Xn : 상은 없어도 구원은

   바울도 롬 7장에 “넘어진다고”

   그리스도처럼 살 수는 없지

3. ego의 속임수(거짓)

   •  받아들임(accept) ≠ 승인(approve)

   •  받아들임 for 새로워짐

                 영혼의 특징

Q. 변화 : 기독교인 vs 마뉴

   •  거짓 : 하나님 소외가 필수

                영혼을 억누름

         

V. 영혼살기 : 인격-약속의 신실함 

                     피우기  

1. 실제를 직면 : 아픔 뚫고 새 언약 

                 피어남

롬 8:13 영혼으로 에고의 거짓을 다스리면

        쉐마가능                 상황뿐=영혼이 죽어있음

             살리니  

                               

2. 인간의 가치 : 영혼

     절대적, 주체적, irreplaceable

•  영혼 : 믿음, 소망, 사랑

•  영혼의 반대 : 거짓

         깊이가 없음 : 표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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