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시 90:7-12                 음성듣기-19

제목: 무엇을 두려워하십니까?          5-13-18

I. 가나다라 읽기 : 90, 118, 116편  

1. 말씀은 인격 : 느낌 ＞ 생각  

•  생각(논리)의 제한성/전지성

2. 느낌 : 현상세계에 가장 거짓된 것

                            강요된 것

3. 그 동안의 관찰훈련 : 여전히 나 중심

•  느낌의 상호성 : 본문의 스스로 드러남

                   생각의 주관성의 극복

                      : 생각의 저주

4. 생각

 
                      : 말씀의 생각

II. 시 90편     

•  모세의 기도 : 신명기적

1절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신 33:27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되시니

1. 인생의 유한과 허무 1-12절   

•  주를 두려워하는 경외심의 회복

1절 주는 영원한 우리의 거처이십니다

생존의

반사

다스림

성육

2절 만물 이전 이후의 영원하신 하나님

                      떠남으로 유한해진 인간

11절 누가 주를 두려워해야 할대로 두려워

           유한한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신 주

12절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경외심

3절 주의 말씀 : 돌아가라 (사람, 인생들)

    4절 천년도 어제, 밤의 한 순간

    5절 홍수처럼 쓸어가, 잠깐 돋는 풀

    6절 아침에 피었다 저녁에 시드는 풀

7절 주의 노에 소멸, 분노에 정신이 산란해짐

    8절 죄악을 주앞에, 은밀한 죄를 빛가운데

    9절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10절 70, 80 수고와 슬픔 속 날아가나이다

2. 종(약속관계)의 당당한 요청 13-17절

       주(’Adonay) 21회, 주의 종들(’ebed) 2회

  1-11절 시작: 주, 마감: 주를 경외함 없음

13-17절 시작: 종들, 마감: 주 우리 하나님

•  여호와여 약속으로 돌아오소서

 
13절 여호와(Is과 약속의 ϴ)여 돌아오소서

     주의 종(약속: 주-종) 불쌍히 여기소서

주는

우리

거처

▷

  죄로   경외심

 단절된    없는

  우리    우리

▷

허무로

소멸되는

우리  

16절 주의 행하심  나타    주의 종들과

        주의 영광을  내소서  그 자손에게

•  여호와의 약속의 반전 요청

14절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케 일생동안 즐겁게 기쁘게

     15절 괴로운 날수대로 

          화의 연수대로 기쁘게

허무(주의 노 : 죄악)  반  괴로운 생

소멸(주의 분노 : 죄)  전   화의 날들

•  약속의 열매 : 허무 넘은 영원

17절 주 우리 하나님 우리(종된)에게 은총을

     우리의 행한 일(ergon) 견고케하소서

             •  육체로 세상사는 우리 : 거짓됨

   어떻게 실제(영원)가 되는가? 종말성 

고전 15:58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

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

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

지 않은 줄 앎이라   

III. 사 40:1-11 반전이 일어남 

            제 2 이사야(40-55) 서론

           종의 노래 : 42:1-4, 49:1-6

                  50:4-9, 52:13-53:12 

1.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남 : 예비 1-5

   그의 행하심(하나님의 주권)

기쁨

  



 1절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2절 저주가 끝나고 사함이 임했다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

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

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4절 골짜기마다 돋우어지며 산마다, 언덕

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

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5절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

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2. 인생 허무에서 말씀으로 돌아오라 6-8

   6절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7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듦은 여호와의 기

운이 그 위에 붊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8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3. 바라라, 여호와의 임하심을 9-11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

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

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10절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친히 다스리실 것이라 

11절    그는 목자 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

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IV. 시 90편의 두 강조점

1. 경외심 (fear)  

창 22:12 경외(yareh) 22:14 이레(yireh)

•  경외심 : 주-종의 약속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창조

2. 약속(covenant) 

3. 인생문제에 대한 정직한 답변

     허무

•  무수한 거짓 구원들 : 힘, 부, 명예, 인기 등

   empty optimism : 사람끼리 통하는 것

4. 현상세계의 진실 : 종됨

      돈님              착각 : 육의 욕망
종
      주님              실제 : 영의 소원

“내맘

 대로”

V. 모세의 가슴 : 약속에 거하라  

신 30:11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

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12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요

      13 바다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니

      14 오직 그 말씀이 네게 매우 가까워

서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

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19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

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

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20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

지하라 맹세하신 약속 안에 네가 

거하리라

  

             =        충분  yet  시들고

                ego의                떠내려감

                         신경성 고생

             =        장성  and  약속안의

                실제의     즐겁고 기쁨

                영광의 고난   

Key : not 주님의 보조

         but 말씀따라

이때까지

애쓴 것

(게으름)

사랑 용서

용납 겸비

   허무 거짓

    죄악, 죄
경외심

실제 ϴ안에 거처

삶이 영원 피움

        풀 꽃 시듦

수고 슬픔 날아감
약속

붙들림 받음

우리의 삶이 영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