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문: 시 51:7-13                 음성듣기-23

제목: 애통한 회복의 염원                      6-10-18

I. 시 92편 : 안식일의 침노

                     

1. 내 안의 악인 : 그 자체는 문제 아님

Ÿ  침노할 수 있다 : 헤세드-레헴

                    for 침노

                    not for 정당화

2. 문제 : 정당화

                  38년 병자의 자리지키기

Ÿ  분명히 일어나 걸을 수 있었다

요 5:8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9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이 날은 안식일이라   

II. 시 51편 : 침노의 길

지존자
와

하나됨

            기뻐 외침

  크신 주의 행사

깊은 주의 생각

뿔 높이시고

       기름부으심

           원수의 패망

 악인의 무지

     풀같은 흥왕

        영원한 멸망

      의인의 번성 

       Y의 집과 뜰

 빛이 청청

 침노

1. 전체 구조

2. 중심 :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주의 얼굴을 내게로 돌이키사
Ÿ  임재                  
            주 앞에서, 주의 성령 안에

Ÿ  
                

3. 심판(4-6)과 피흘린 죄(14-17)

Ÿ  내가 주께만 범죄 – 주의 목전에 악

   주의 말씀은 의롭고, 심판은 순전합니다

Ÿ  피흘린 죄 dammim : 함께살기를 버림

                   내 이기를 챙기는 계산의 삶

겔 18:12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학대하거나 

강탈하거나 빚진 자의 저당물을 돌

려 주지 아니하거나 우상에게 눈을 

들거나 가증한 일을 행하거나

정결함과

기쁨회복

구원의 기쁨

사명의 감당
중심

겔 18:13 변리를 위하여 꾸어 주거나 이자를 

받거나 할진대 그가 살겠느냐 결코 

살지 못하리니 이 모든 가증한 일

을 행하였은즉 반드시 죽을지라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22:1-16 피흘린 성읍(6회) 불효, 나그네, 

         고아, 과부, 학대, 문란한 성

         뇌물받기, 이자받기, 성물을

         업신여김, 안식일을 가치없이

III. 회개의 3열쇠 : 임재 앞

                               심판

1. 단락을 마감하는 3용어

Ÿ  중심의 진실 = 은밀한 지혜

       hidden : 하나님이 보시는 것

Ÿ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6장 3회)

구원의 기쁨

자원함

사명 감당

죄

의

도

말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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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앞의

하타

파사

아본

관계 회복

참된 번제

상한 심령

통회 마음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청원

죄사함

청원

Is의

회복

    1-2          3-6        7-8               9-11             12-13         14-17       18-19

      3죄               3죄                                                        피흘린 죄

              중심의 진실함                         자원하는 심령                   상한 심령

                지혜의 깨끗함                       주의 도를 가르침            시온과 온전한 번제의 회복

3죄



Ÿ  자원하는 심령 – 주의 일 감당

Ÿ  상한 심령 – 깨지고 통회함

            불의하고 거짓된 희생

사 1:12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

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

당만 밟을 뿐이니라 

   15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사 66:4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

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

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

였음이라 하시니라 

롬 12:1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

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 회개하는 사람은?

Ÿ  하나님의 사람

Ÿ  존재의 죄의 절망을 보는 사람

   하타 : 거짓됨

   - 상황이 아니라 존재의 전환을 열망

Ÿ  용서와 회복의 염원을 가진 사람

   칭의           성화  

Ÿ  초점이 선명한 : 봄이 열린 사람

   Have mercy      헤세드 (신실)

   on me, O God    레헴 (긍휼)

   Do good in   시온성과 예루살렘성
                                             회복
   thy joy       의롭고 온전한 번제

IV. 중심의 진실-자원함-상한심령

   
1. 주일 : 개체 ▷ 하나됨 ▷ 새 개체

          무아    정서적 통합 = 교회

Ÿ  새로움 : 정서적 통합 = 존재의 교통

                                    코이노니아  
 
   고전 12:26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Ÿ  아픔에서 자유와 생명 피움

   not 자체(얼음장) but 함께함의 부재

2. 무아 ≠ total extasis/trans

Ÿ  한 애통 ‘어찌할꼬’ 

   한 절망 ‘죄 중에 잉태’
   한 소망 ‘mercy on me’

Ÿ  바늘구멍의 빛 : 백파, 천파, 만파

3. 가장 섬세하신 하나님의 영  

Ÿ  오순절 성령강림 : 아픔으로 하나된

                    보시기에 온전 12x10

   행 1:14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오직 기도에 힘쓰더라

회개는 하나님의 임재(심판) 앞에 나아감

Ÿ  흩어져야만 하는 사람들의 유일한 끈

   모일 이유 혜택 규정 정당성 끝난 자리

   헤세드 레헴 외에는 아픔과 절망뿐인 시간

        중심의 진실     
Ÿ  자원함
         상한 심령

4. 사명감당 : 나됨이 피어남

               실제를 만남

   막 1:17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

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행 3:6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V. 예배 : 진자상이 열리는 자리  

1. never by 타자의 것

            종교전문가가 디자인한 것

2. 오직 나 자신에서만 피어남

           떡과 잔

Ÿ  이 성전을 헐라

Ÿ  예루살렘교회 마감 – 안디옥교회

   행 12:25 바나바와 사울이 코이노니아

를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3. 떡과 잔 : 모든 구분 판단 정죄 너머

                  함께함 : 구분적, 윤리적

   갈 3:28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지존하심

죄중잉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