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창 18:1-8                    말씀만나기-2

제목: 현상세계의 나그네                 5-6-18

•  3인식 : 진실의 기초

   약속  ㆍ  생각의 거짓  ㆍ  경외심

인격의 교제         모든 것 폐함      실제만나는 길

I.    죽음 넘는 약속 : 십자가

1. 현상세계 : 죽음이 절대

   시공으로 단절된

   
2. 만유의 귀소본능 : 하나됨

               현상세계에서 불가능

3. So 죽음 너머에서만 가능

•  문제 : not back to the mass

              but individuation (나됨화)

4. 일방적 창조   ▷ 한계 : 현상세계

   약속의 신뢰         =       현상세계의 나그네

•  완성 : ① 약속신뢰의 자원함

              ② 죽음 지나서

               진실의 시금석

•  현상 이후 : not 하나님 맘대로

                  but 쌍방관계 (약속)

 
           신뢰 :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

                     섭리적 “합력하여 선”

          ‘현상적 나’의 절대화

           죽음 이후의 영원한 단절

선택

나뉨

II. 약속의 생명 : 신실함

1. 신실함(비전)  〉  성실함(내 의)

   붙들림 받음                    내 힘과 능    

•  성실 : 지키느라고 애씀 = 가짜

2. 신실함의 비밀 : 은혜

•  새 언약의 파트너로 부르심 받음

   부르심 받음을 봄 : 아브라함, 바디매오

   창 12:4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  봄 : 약속에 붙들림 받음

   막 10:51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십자  

            가의) 길에서 따르니라

   에고 = 기복 = 나르씨즘 = 단절

III. 생각의 거짓주권 내리기

1. 내 생각 = 내 세계

•  경계내림     ego내림        실제세계
                  ⇨                        ⇨
    주권내림                     나됨살림        만유의 나

•  익숙한 내 세계를 떠나 ϴ의 낯선세계로

  “내 맘대로 안되는 것을 내 맘대로 하려”

   예) 금 여섯 항아리 반

•  생각의 중독

   집착    ▷   중독   ▷   노예화

 clinging   attachment   obsession

2. 창세기 18장 : 나그네 영접

•  아브라함을 나그네로 부르심

            나의 경계를 내림

   함무라비 법전의 시대 : 렉스 탈리오니스

    제국의 출발                    인간의 경계기재

히 11: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

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

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  영접 : 아브라함이 나그네 됨

                  empathy : ’ezer

•  웃을 수밖에 없는 것이 실제가 됨

 좋지만 불가능

창 18:13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

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

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14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  성경의 불임 : 약속으로 임하는 

                   웃음의 미래   

IV. 경외심 : 실제만남의 열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세계

                      (무한 실제, 신비)
           내 세계

(허상 빤함)



1. 천지에 충만한 경외심

롬 1:20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

졌나니 

•  경외심 없는 삶

롬 1:21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

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22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23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24 가슴(영)   25 경배 타락

26 욕망(육)   27 성의 타락

28 인격(지정의 : nῦ’s) 29-31 삶의 타락

29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

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30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

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31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2. 경외심 = 실제의 가치 느낌  

            하나님 : no 경배(종교 only)•  w/o
            자  신 : no 나됨(하타)

V. 말씀 만나는 준비
    하나님의 인격

1. 자세 : no 목적 : 인격이다!

                but 그냥 만나고 싶어서

•  실제만남 원함 : 마술적 믿음 내림

2. 주권 : not 내가 이해

                but 쉐마 (for ergon)

   눅 1:38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  힘 빼기 : 생명의 청정지역으로

3. 바라봄 : not 조건과 상황 변화

                  but 성화 : ego 벗기

•  영성 : not 덧붙이기

              but 나뭇잎치마 벗기

                     계속적 우상파괴

4. 과정 : not 요령, 기술로 성취하기

               but 인격적 교제 ‘함께함’

                 

VI. 실제로 만나기

1. 가나다라 읽기 :‘내가 파악’내림  

•  내 소리가 내 가슴의 울림이 되도록

   예) 기적소리

•  말씀임함 : not to 뇌(생각)

              but to 가슴(엠마오의 뜨거움)

2. 이해 : 생존의 절대필요

             판단, 선택, 결정

             not 이해 ⇨ 만남
•  순서
             but 만남 ⇨ 이해

•  이해 절대화 = 생존 절대화

   눅 14:26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

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

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3. 생각 :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

            욕심(허상) : 이해로 끝•  생각
            실제만남 : 행함(ergon)

4. 주관성의 위험 : 당연한 것을 만남

                     지식 to 실제

•  반드시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게”

5. 못만남 : never 지식의 부족

   예) 3살짜리와 엄마

                이완   •  에고내림             
                몰입

•  생명의 저주 = 버림받음

   주님이 버리는 사람 : 자신이 스스로를 

                        버린 사람

자신만남

‘어찌할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