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 Albatross 날기 

영상 Albatross 짝짓기 

본문: 사 16:1-4                           1820db-29 

제목: 유다의 신비                                6-12–22

욥기 38-41장 창조의 신비를 아느냐?

I. 본문 : 영광을 버리고 배설물 쌓는 삶

1-2절 모압의 피난처인 유다 : 하나님나라

1 너희는 이땅 통치자에게 어린양들을 드리되

  셀라에서부터 광야지나 시온산으로 보내라

2 모압은 아르논 나루에서 떠도는 새같고

  보금자리에서 흩어진 새 새끼 같도다

모압아 여호와께 나아와 품음 받으라

3-5절 다윗왕권 : 가난한자 아픈자 품음

신 26:1-11 이스라엘의 신앙고백

1-4 약속의 땅에서 소산의 맏물을 봉헌할때

5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

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영상 종교의 맨 얼굴 Pat. Kirill

7 모압이 모압을 위하여 통곡하되 다 통곡하며

8 헤스본 십마 야셀 포도원 마름 : 수출품들

  열국의 주권자들이 그 좋은 가지를 꺾었도다

자신을 모르는 우리 : 힘을 다해 멸망의 거짓 삶

마 8:12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

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

를 갈게 되리라

9-12절 모압을 위한 애가 : 실재를 버린 삶

9 내가 야셀처럼 십마 포도나무위해 울리라

   헤스본 엘르알레를 내 눈물로 적시리

   너의 실과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 그쳤고

10 밭과 포도원에서 기쁨과 노래가 없어지리

   포도틀 밟는 사람 없고 잔치는 끝났다

11 내 마음 내 창자가 모압위해 애곡한다

12 산당의 봉사 성소의 기도 소용이 없도다

심판 = 거짓을 정당화하며 피유지의 내 삶

               종교 : 권력의 시녀

종교는 종교일뿐, 돌이킴 위한 섭리까지

13-14절 결코 돌이키지 않는 모압 즉 우리

13 이 말씀 오래전 Y께서 모압에 하신 말씀

 
6-9 애굽 학대 : Y 고통 신고 압제를 보시고

          Y 강한 손 큰 위엄 이적 기사로 인도

10-11 레위인-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말씀   쫓겨난자 피난자

복 : 아픔에 연대 ‘생명장성 ▷ 유업광대’

창 12:2 네게 복을 주어 창대, 너는 복이 될지라

3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빌 2:10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

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3 Give advise Execute judgment

  목적을 제시하고 공의의 집행자 되라

  그늘 짓고 피난민 쫓겨난 자들 품으라

4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라

  압제가 망하고 파멸과 토색이 끝날 때

5 다윗 장막의 왕위가 인자와 진실로 서리라

  정의로 판결하며 공의가 넘치리라

현상의 권세는 반드시 끝나고 Ɵ통치 임한다

    신앙 : 종말의 실제를 사는 것

6-8절 모압 교만의 허상‘실제아닌 조건들’

6 교만 4회 분노함,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It’s strength was not so



14  이제 Y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품꾼의 계약같이 3년 내에  

    모압의 영화와 그 큰무리가 능욕당함  

    남은자 심히 적어 보잘것없이 되리라

동방잡족때도 앗수르 때도 돌이키지 않음

701 예루살렘 구원의 덕 yet 결국 멸망

새는 알에서 나오려고 몸부림친다. 

알은 세계다. 태어나려 하는 자는 

자신의 세계를 파괴해야만 한다      

                    - 데미안 중에서 -

II. 우리가 빼앗긴 것들

1. 들음(쉐마)이 없다: 뇌의 스치는 이해뿐

        선지 음성은 소리일뿐 가슴에 닿지 못한다

① 평면의 거짓 : 만들어 보이기 = 돈과 힘

        조급하다 – 나도 보이고 싶다

② 불신 : 그게 돼 = 말씀 부재의 거짓

     심판 실제 아님 – 내 거짓 못 보심

2. 사람의 존귀함은 존재의 진실에 있다

         아무리 작아도 영원-무한가치

마 7: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21:22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사 30:19 그가 네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네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

으실 때에 네게 응답하시리라

렘 29:12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을

         것이요

히 11:1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13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

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

을 증언하였으니

•  1820db : 진실의 삶 = 종말적 삶

거짓 :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창 3:4

진실 : 반드시 죽으리라 창 2:17

복 :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계 14:13

광야 여정 : 일용할 양식 – 길벗들

      신비 나눈 기적으로 생명의 장성

영상 기적을 버리고 배설물 만들기

마 18:5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

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10:42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

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3. 기적과 가치는 size로 오지 않는다

                겨자씨 진실의 능력

마 25:40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

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  말씀과사귐 : not 실력 특별계시 오묘함

                but 단순한 사모의 가슴

                   살려는 마음  

                ex. hiking

•  기도의 응답 : 영원의 응답 – 응답된 실제 삶

                 바라봄 = 믿음을 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