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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께서 나의 지존자이실때            6-3-18

I. 시 92:1-15

                     

1. 안식일의 찬송시 :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8절 여호와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9절 주의 원수들은 폐망하여 흩어지리이다

2. 멸망과 영원

나 기뻐 높이 외침

주의 일    : 창조, 구속

주의생각 : 섭리, 완성

악인들의 어리석음

알지도 깨닫지도 못함

풀같음 to 영원한 멸망

나의 증거

뿔 높이시고 기름부으심

원수들 보응받음

보고 들음

의인의 번성과 장성

Y의 집, ϴ의 뜰에 심김

결실, 진액풍족,

빛이 청청

II. 전환 : 말씀세계의 열림과 통

Ÿ  유크리드 기하학과 리만 기하학

1. 말씀 : 합력하여 선을 이룸

2. 생명훈련 : 말씀과 현상의 반복   

  

Ÿ  말씀 = 약속 :           ▷         
신실함

하나됨

나의

나됨

Ÿ  현상 = 물질 :           ▷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거짓 : 보이는 나            not 없애라

                           but 너됨 피우라

3. 순환의 생명력 : 하나됨-개체화

   예) 교향곡의 음표와 음악

Ÿ  개체로만 존재하는 것은 저주다

Ÿ  생명은 하나됨 - 개체화의 반복

                  무아               새로워진 자신

III. 38년 병자의 자리 떠나기  

1. 안식일(주일) : 주님의 주권 만나는 날

Ÿ  현상세계 속에 말씀세계의 침노

파괴와 생성의 생명순환이 일어남

렘 1:10 보라 내가 너를 세워 뽑고 파괴

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

하고 심게 하노라

요 5:8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9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 날은 안식일이라  

2. 가짜 나 안에 참 나됨이 선포됨

   현상의 나

Ÿ  감정 : 타인의 것 (생존 출발)

   예) 아이들, 군중심리, TV웃음박스

욕망

단절됨

보이는

나

고전적인 평면공간

휘어진 공간

악인들 의인
나 나

영원한

지존자

원수들

패망
좋다!

알림이

 알려라!

 Y의
반석
되심

1-3 4-5 6-7 8-9 10-11 12-14 15

침노 : 지존

회개 not 후회

기도 not wish

지존자
와

하나됨

           기뻐 외침

  주의 행사

주의 생각

뿔 높이시고

 기름부으심

    구원

 악인의 무지

  풀같은 허무

      멸망

      의인의 번성 

 Y의 집과 뜰

 빛이 청청

 침노



Ÿ  욕망 : 주어진 것(체제 통제)

   예) 유행 : 시대문화의 auto pilot

Ÿ  모방 : 가짜 존재향상

   소비사회 : 누구든지 귀족 될 수 있다

3. 상실된 다스림의 회복

      타자의 것을 삶

Ÿ  상호수동성(interpassivity) : 침노상실

   약속이 거래로 전락     interactivity

   마 11:12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

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영상 The Great Debaters

James Farmer Jr. 1920.1.12.-1999.7.9.

흑백분리 저항 Freedom Rider 창시

CORE(Congress of Racial Equality)

창설 및 1961년 전국회장

IV. 말씀만나기 : interactivity   

                         말씀과 나의 상호침노

1. 먼저 말씀이 권능으로 임해야 한다

겔 37:1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4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라

교회에 들어와 눈치로 배운 타인의 정답이

인격적 침노를 받아 내 고백되어야 한다

Ÿ  정서적 동일화 : 존재의 교통

   겔 37:10 생기가 들어가매 극히 큰 군대더라

Ÿ  내 안에 있으나 느끼지 못했던 

   나의 느낌, 욕망, 꿈을 일깨운다

   행 2:17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

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Ÿ  말씀 : 가능성을 성육시킴

   “나사로야” “달리다굼” “다비다야”

   “생명이 있다”

2. 가짜 감정 욕망 모방의 스러짐   

Ÿ  가나다라 읽기 : ‘에고’ 내려놓기

            평생 지고 만드는 짐

3. 얼음장 깨어지고 저항성 증가

                  timshell

Ÿ  아픔의 연대성에서 솟는 기쁨

   아픔을 막는 불통에서 자유

이 세상에서 한 가지도 마음대로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뜻대로 하시

면 그것이 심판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행복하시다, 죄로 아프고 

허무한 자리에 자신을 드리기 때문이다. 너

의 아픔과 허무를 품어 안아 네가 새로워질 

때에 드려진 내 생명은 소멸점을 넘어 새 차

원으로 부활한다.

죽음으로 생명은 새로워진다. 우리 세포가 

죽어 새로워지듯이 내 자신도 죽어 ‘새 나’

가 될 때에 행복하다.

4. 의인인가 점검하기   

Ÿ  주의 인자와 성실이 좋아 기뻐한다

Q.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Ÿ  주의 행사와 섭리의 복을 안다

Q. 나는 무엇을 추구하는가?

ergon(몸으로 행함) : 중심이 담김

렘 17:9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Ÿ  주일 : 주의 지존하심, 하나님의 뜰에 심김

① 주님의 주권의 날이다

② 주님과의 약속에 신실(15절)

③ 교회됨 : 우리 안의 나됨이 피어남

Ÿ  무엇보다도 열매!

10절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 

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

을 부으셨나이다 

12절    의인은 종려나무 같이 번성하며 레바

논의 백향목 같이 성장하리로다 

13절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음이여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14절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