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람을 두려워말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본문: 시 118:1-4, 29              음성듣기-20

제목: 알에서 깨어나라!                    5-20-18

I. 시 118편 : Is모임의 부름과 화답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신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절 이스라엘               그의

    3절 아론의 집(제사장)          신실하심이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자          영원함이로다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신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II. 5-14절  인도자의 증거 : Y는 구원  

  5절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6절             사람을 두려워 않는다
        Y는 내편
    7절             대적이 보응받는다

    
    8절              사람
        Y께 피함                           신뢰보다 낫다
    9절               고관

    10절 열방이 에워쌌으니      내가 그들을

     11절     에워쌌으니(2)    Y의 이름으로 

     12절                    에워쌌으니       끊으리로다

  13절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 

        여호와는 나를 도우셨도다

 찬양 :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 찬송

           또 나의 구원이시다(yěshuw’ah)

III. 15-18절 함께 선포 : 구원을 찬양

15절 의인들의 장막(성막)에는 찬양과

      구원의 노래가 있도다

                           권능을 베푸시며

16절 Y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권능을 베푸신다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Y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라

18절    Y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나를 죽음에는 넘기지 않으셨다 

죽음 너머까지 신실한 

여호와의 약속을 신뢰하라

IV. 19-28절 인도자와 회중이 함께 : 

    구원을 간구    

Ÿ  주제 : 감사하라(1절, 29절)

부름 19절(인도)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20절(함께)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들어갈지어다

              21절(인도)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되시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회중   22절 건축자의 버린돌이 

              집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다

       23절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이라

       24절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

                 이날에 우리 즐겁고 기뻐하리

       25상 여호와여 구합니다

               이제 구원하소서

       25하 여호와여 구합니다

               이제 형통케하소서  

인도 26절    Y의 이름으로 오는자가 복있음

선포          우리가 Y의 집(성전)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제물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함께                      내가 주께 

선포                      감사하리이다
     28절 주는 나의 Ɵ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1. Y의 이름으로 : Y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오는자         10, 11, 12절

Ÿ  So 열방(세상)을 이기는자

          거짓을 이기는자 ① 무저항

                                 ② 비폭력

 



2. 인생 : 거짓을 믿고, 또 믿고 싶다

            쉽고 편하게 보임 : 욕심대로

Ÿ  예수 : 내 멍에(십자가) 쉽고 가볍다

                  어렵게 보임 : 진실따라

3. 희생과 중요함은 비례한다

영상
Whiplash

(하나님형상 피우기)

   There are no two words in the

   English language more harmful

   than “good job”

영상
Caravan

(피어난 하나님형상)

V. 예수 : 인간생명의 위대함  

           하나님 형상

   새는 알을 뚫고 나오기 위해 싸운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알을 뚫고

   나온 새는 신에게로 날아간다.

                     - 헤르만 헤세 -

1. 알은 우주가 아니다

   복된 삶 = 오직 돈 많은 것

Ÿ  서울대 최인철 교수팀

            다양한 관점
                                행복                        풍성함
            인격자원의 성숙

생명            생명의 부요 : 자신-관계 즐김

시간           금전적 이득 : 일, 쇼핑, TV, 술, 풀기

예) 2박3일 계획 포기 : 행복그룹 5배 이상

Ÿ  불행에서   행복은 피어나지 않는다

   억지로(종)       자원함

2. 알에서 깨어나라 : 현상세계 너머

Ÿ  바다거북이

에서 : 땅(주어진 자리)뿐인 에서

팥죽사건(25:27-34) 평화조약(26:1-33)

이방아내(26:34-35) 이삭의 언약전수(27:1-4)

리브가 야곱 준비(27:5-17) 

이삭 속아줌(27:18-29) 냉정한 이삭(27:30-40)

떠나는 야곱(27:41-28:5)

어리석은 에서 : 이방아내 추가(28:6-9)

알에서 깨어나는 야곱 : 통

Ÿ  사다리 : 하늘과 땅은 ‘통’하고 있다

   창 28:12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

락내리락 하고 

Ÿ  땅(현상세계)은 하늘과 ‘통’하는자의 유업이다

   창 28:14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

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Ÿ  하늘과 땅의‘통’을 누림 =

                          하나님의 함께하심

   창 28:15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Ÿ  경외심의 회복 : 나의 이 자리 = 하늘의 문

   창 28:17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렵도다 이 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

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Ÿ  주권드림과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되심

   창 28:22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

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3. 감사 : 하늘과의 통을 누리는 길

Ÿ  현상뿐 = 피해의식

Ÿ  하늘과 통 = ‘합력하여 선’을 봄

          ‘주님’의 회복 = 에고의 저주 스러짐

슈바이츠 : 감사는 삶을 복되게 하는 열쇠다

키케로 : 감사는 최고의 덕목일 뿐아니라

            모든 덕목의 부모이다

흄 : 감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악독한 죄다

칸트 : 감사하지 않음이 모든 악의 본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