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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기 전 참고하세요... ^^

1. 일반 번역과 달리 번역 원문을

함께 제공합니다. 제 번역이 혹

시 오역이거나 미진함이 느껴지

실 때, 제공된 원문을 참고하셔서

보다 온전한 이해를 하실 수 있

게 하기 위함입니다.

2. 이 참고(※) 표시가 있는 글들은

역자인 제가 임의로 제공한 보

충설명입니다.

3. 너무 고지식한 직역은 피하고, 이

해를 돕기 위한 어느 정도의 의

역은 허용하는 선에서 번역했습

니다. 다만, 이때에도 원문의 어

떤 부분을 그렇게 번역했는지 돕

기 위해 가급적 별도 괄호 안에

원문을 제공하고자 노력했습니

다.

4. 더 와닿는 번역이 되게 하려고

살짝 구어체를 섞어 번역했습니

다.

5. 가독성을 위해 원문은 이탤릭체

로, 말씀에 나오는 표현은 볼드

체로 구분하였습니다.

6. 스베덴보리 재단에서 최근 작업

중인 NCE(New Century Editio

n)역이 있지만 가끔 참고만 했을

뿐 이걸 텍스트로 삼지는 않았습

니다. 총 15권 예정 중에 2022년

6월 현재 아직 3권 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

다 너무 현대적 영어로 표현하다

보니 지나치게(?) 의역스러워

좀... 그랬기 때문입니다 ^^

7. 각 절 단위로 나누었으며, 각 페

이지 상단 바깥쪽에 장절 및 글

번호가 있고, 하단 중앙에 전체

페이지 대비 해당 페이지가 나

오게 하였으니 편하신 대로 참조

하시면 되겠습니다.

8. 각주는 각 장 맨 뒤에 배치했습

니다.

9. 본문에 인용 중인 영어 성경은

스베덴보리의 라틴 성경을 번역

한 것입니다. 스베덴보리는 히브

리 및 헬라 성경을 그 영적 의미

를 살려 본인이 직접 라틴으로

번역했고, 그래서 Potts 역시 기

존 영어 성경이 아닌, 스베덴보리

의 라틴 성경을 가지고 영역을

한 것입니다. 창1 각주 1번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글 성경

은 한글 개역개정 4판을 사용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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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에서 일어나

영원한 삶으로 들어감에 관하여

(계속)

Continuation

Concerning The Entrance Into

Eternal Life Of Those Who

Are Raised From Death

천적 천사들이 부활한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그

들은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영이 천적 천사들과 도저

히 함께 할 수가 없는 그런 캐릭터

일 때는, 그는 이들 천적 천사들과

함께 있는 것을 무척 불편해하며,

얼른 좀 떠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번엔 영적

천사들이 도착하여 그가 빛을 사용

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지금까지 그

는 아무것도 못 보고 그저 생각만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When the

celestial angels are with a resusci

tated person, they do not leave hi

m, for they love everyone; but wh

en the soul is of such a character

that he can no longer be in the c

ompany of the celestial angels, he

is eager to depart from them; and

when this takes place the spiritual

angels arrive, and give him the u

se of light, for previously he had

seen nothing, but had only though

t.

※ 사람의 사후, 중간영계에서 깨어

나는 것을 ‘부활’이라 합니다. 우리

는 사후, 영계에서 영의 몸을 받습

니다. 이 영의 몸, 곧 영체는 육의

몸인 육체보다 모든 면에서 훨씬 좋

은 것이어서 굳이 예전의 낡고 병든

이 육체와 재결합할 이유가 없으며,

또 영계에서는 자연계의 것이 함께

병존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는 본래

영인 사람이 이 자연계에서 지낼 수

있도록 잠시 빌려 입는 헌 옷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여러 가지 이유

로, 육의 몸인 육체까지 부활할 필

요가 있으셨던 분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시며, 굳이 우리까지 저마다

그런 육체의 부활을 할 필요는 없

고, 또 사실은 해서도 안 됩니다. 우

리는 주님이 아니며, 단지 주님의

공로를 누리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

니다.

제 눈에 이 천사들이 어

떻게 일하는지 보였습니

다. I was shown how these angel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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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은 마치 왼쪽 눈꺼풀을 코의 중

격(中隔), 그러니까 가운데를 향해

롤 말 듯 마는 것 같았습니다. 눈이

떠져서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려

고 말입니다. They seemed to as it

were roll off the coat of the left e

ye toward the septum of the nose,

in order that the eye might be op

ened and the use of light be gran

ted.

당사자에겐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

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단지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입니다. To the man

it appears as if this were really d

one, but it is only an appearance.

이 작은 막이 그렇게 롤

말리는 것처럼 보인 후,

빛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는데 아직

은 희미한 것이 마치 사람이 잠에서

깰 때 맨 먼저 눈꺼풀을 통해서 보

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깨어나고 있는 이 사람은 어떤 고요

한 상태 가운데 있는데, 이것은 그

가 여전히 천적 천사들에 의해 보호

를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After thi

s little membrane has been thus i

n appearance rolled off, some ligh

t is visible, but dim, such as a m

an sees through his eyelids when

he first awakes out of sleep; and

he who is being resuscitated is in

a tranquil state, being still guarde

d by the celestial angels.

그러고 나서 작은 별과 함께 일종의

하늘색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때 저는 이런 일이 다

양하게 일어나는 일임을 지각했습니

다. There then appears a kind of

shadow of an azure color, with a l

ittle star, but I perceived that thi

s takes place with variety.

그런 일이 있고 나면, 얼

굴에서 뭔가 부드러운

게 벗겨지는 것 같고, 그리고 퍼셉

션이 그에게 시작되면서 그는, 천사

들이 자기한테서 사랑 같은 무슨 부

드럽고 연한 거 말고 다른 게 나올

까 굉장히 조심하고 있음을 지각합

니다. 이렇게 퍼셉션으로 커뮤니케

이션이 시작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

는 이제 영이 되었음을 알게 됩니

다. Afterwards there seems to be

something gently unrolled from th

e face, and perception is communi

cated to him, the angels being es

pecially cautious to prevent any id

ea coming from him but such as i

s of a soft and tender nature, as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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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ove; and it is now given him t

o know that he is a spirit.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을

시작합니다. He then co

mmences his life.

이 삶은 처음에는 기쁘고 행복합니

다. 그는 스스로 보기에도 영원한

삶 가운데 도착한 것 같기 때문입니

다. 이 삶은 밝고 하얀 빛, 아름다운

황금빛 색조로 표현되는데, 천적, 영

적 지혜를 향한 그의 첫 번째 삶의

상징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This at

first is happy and glad, for he see

ms to himself to have come into e

ternal life, which is represented b

y a bright white light that become

s of a beautiful golden tinge, by

which is signified his first life, to

wit, that it is celestial as well as

spiritual.

선한 영들의 소사이어티

로 배정되는 이다음 순

서는 한 마리 말 위에 앉아 지옥을

향하고 있는, 그러나 그 말은 한 발

자국도 못 움직이는 어떤 청년으로

표현됩니다. H is being next taken

into the society of good spirits is

represented by a young man sitti

ng on a horse and directing it to

ward hell, but the horse cannot m

ove a step.

그는 젊음으로 표현됩니다. 왜냐하

면, 그가 처음 영원한 삶 가운데 들

어왔을 때 그는 천사들 가운데 있으

며, 그것이 그에게는 젊음의 꽃 가

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

다. He is represented as a youth

because when he first enters upon

eternal life he is among angels, a

nd therefore appears to himself to

be in the flower of youth.

이어지는 그의 삶이 그

가 말에서 내려 두 발로

걷는 것으로 표현되는데요, 그가 그

말을 움직여 그곳을 떠나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먼저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로 가르침을 받

아야만 한다는 암시가 그에게 쑥 들

어옵니다. H is subsequent life is r

epresented by his dismounting fro

m the horse and walking on foot,

because he cannot make the horse

move from the place; and it is ins

inuated to him that he must be in

structed in the knowledges of wha

t is true and good.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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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후,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과 그걸 자각함으

로써 그는 서서히 천국으로 인도될

것임을 상징하는 오솔길들이 위를

향해 살짝 기울어진 채 보였는데,

이는 아무도 이런 종류의 자각과 선

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없이는 저곳

으로 인도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A

fterwards pathways were seen slop

ing gently upward, which signify t

hat by the knowledges of what is

true and good, and by self-ackno

wledgment, he should be led by d

egrees toward heaven; for no one

can be conducted thither without s

uch self-acknowledgment, and the

knowledges of what is true and g

ood.

※ ‘자각’(自覺, self-acknowledgmen

t)이란 ‘우리 고유 본성에 관한 인

식’(an acknowledgment of our own

nature), 즉 ‘인간은 어떤 존재인

가?’ 하는 걸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

다. 천국은 속 사람의 상태에 관한

나라이기 때문이며, 좀 더 정확히는

‘주님의 신성에 대한 속 사람의 상

태’로 결정되는 나라라는 말입니다.

이 주제는 이 장 끝에 가서 계속 말

씀드리겠습니다. A continuation of

this subject may be seen at the e

nd of this chapter.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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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3:1-13

1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

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

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

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

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

더냐 And the serpent was more

subtle than any wild animal of t

he field which J ehovah God had

made; and he said unto the wo

man, Yea, hath God said, Ye sh

all not eat of every tree of the

garden? 2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And the woman said

unto the serpent, We may eat

of the fruit of the tree of the g

arden; 3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

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But

of the fruit of the tree which is

in the midst of the garden, God

hath said, Ye shall not eat of i

t, neither shall ye touch it, lest

ye die. 4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

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And t

he serpent said unto the woma

n, Ye shall not surely die. 5너희

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

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Fo

r God doth know that in the da

y ye eat thereof, then your eye

s shall be opened, and ye shall

be as God, knowing good and e

vil. 6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

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

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

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And the woman s

aw that the tree was good for f

ood, and that it was pleasant to

the eyes, and a tree to be desi

red to give intelligence, and sh

e took of the fruit thereof and

did eat, and she gave also to h

er man [ vir] with her, and he

did eat. 7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

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

라 And the eyes of them both

were opened, and they knew th

at they were naked; and they s

ewed fig leaves together, and

made themselves girdles. 8그들

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

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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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And they heard

the voice of J ehovah God going

to itself in the garden in the ai

r of the day; and the man and

his wife hid themselves from th

e face of J ehovah God in the m

idst of the tree of the garden. 9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

냐 And J ehovah God cried unto

the man [ homo] , and said unto

him, Where art thou? 10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And he said, I hear

d thy voice in the garden, and

I was afraid, because I was nak

ed; and I hid myself. 11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알렸느

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And

he said, Who told thee that tho

u wast naked? Hast thou eaten

of the tree whereof I command

ed thee that thou shouldest not

eat? 12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

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And the man sa

id, The woman whom thou gave

st to be with me, she gave me

of the tree, and I did eat. 13여

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And J ehovah G

od said unto the woman, Why h

ast thou donethis? And the wo

man said, The serpent beguiled

me, and I did eat.

개요

태고교회의 세 번째 상

태, 곧 자신의 오운을 사

랑할 정도로 원했던 태고교회의 상

태를 다루고 있습니다. The third st

ate of the most ancient church is

treated of, which so desired its o

wn as to love it.

※ ‘오운’(own), 라틴어로는 ‘프로프

리움’(proprium)으로, ‘자아’, ‘본성’

정도를 가리킵니다.

자아 사랑, 즉 자기들의

오운을 사랑하게 되면서

그들은 감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게

아니면 아무것도 믿지 않기 시작했

기 때문에, 그 감각 파트를 ‘뱀’으로,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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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아 사랑, 혹은 그들의 오운 사랑

은 ‘여자’, 그리고 합리, 이성(理性)

을 ‘남자’로 표현한 것입니다. Beca

use from the love of self, that is,

their own love, they began to beli

eve nothing that they did not appr

ehend by the senses, the sensuous

part is represented by the “serpe

nt”; the love of self, or their own

love, by the “woman”; and the rat

ional by the “man.”

그래서 ‘뱀’, 또는 감각

파트가 여자를 설득, 주

님 신앙 안에 있는 내용들이 정말

그런지를 조사하게 하는데, 이걸 가

리켜 ‘지식의 나무를 먹는 것’으로,

그리고 그걸 동의한 인간 이성을

‘그도 먹은지라’로 상징한 것입니다.

(1절로 6절) Hence the “serpent,”

or sensuous part, persuaded the

woman to inquire into matters pe

rtaining to faith in the Lord in or

der to see whether they are really

so, which is signified by “eating

of the tree of knowledge”; and t

hat the rational of man consented

is signified by “the man that he

did eat.” (verses 1–6)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이

악 가운데 있음을 지각

했습니다. ‘눈이 밝아져’와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로 상징된,

남은 퍼셉션 (7-8절), 그리고 그들이

거들이라고 만들어 가렸던 무화과

나뭇잎들 (7절), 부끄럽다고 동산 나

무 사이에 숨은 것 (8-9절), 뿐만 아

니라, 그들의 시인과 자백 (10-13

절) 등을 볼 때, 그들 안에 아직 자

연적 선은 남아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But they perceived t

hat they were in evil; from which

remnant of perception, signified b

y their “eyes being opened,” an

d by their “hearing the voice of

J ehovah” (verses 7–8), and from

the fig-leaves of which they made

themselves girdles (verse 7), and

from their shame or hiding in the

midst of the tree of the garden (v

erses 8–9), as well as from their

acknowledgment and confession (v

erses 10–13), it is evident that n

atural goodness still remained in

them.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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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3:1-13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

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

시더냐 Verse 1, And the serpent

was more subtle than any wild

animal of the field which J ehov

ah God had made; and he said

unto the woman, Yea, hath God

said, Ye shall not eat of every

tree of the garden?

※ 1절 속뜻

태고교회 세 번째 후손에 이르러서

는 이들은 선조들에게는 당연했던

주님의 계시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습

니다. 이들은 주님의 계시들일지라

도 자기들의 감각과 세상 학문, 철

학 등으로 확인, 검증을 하고자 했

습니다.

여기서 ‘뱀’은 사람이 신

뢰하는 인간의 감각, 오

감(五感: 視, 聽, 味, 嗅, 觸)을, ‘들짐

승’은 앞서 살핀 것처럼 겉 사람의

모든 어펙션(affection), 애정을, ‘여

자’는 사람의 오운(own, 라틴 propr

ium), 자아, 본성을, 뱀의 말, ‘하나

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

냐’는 그들이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By the “serpent” is her

e meant the sensuous part of man

in which he trusts; by the “wild a

nimal of the field” here, as befor

e, every affection of the external

man; by the “woman,” man’s own;

by the serpent’s saying, “Yea, hat

h God said, Ye shall not eat of

every tree?” that they began to

doubt.

여기 주제는 태고교회의 세 번째 후

손에 관한 건데요, 이들은 그것이

과연 그런지 자기들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감각으로 느낄 수 있기 전까

지는 비록 그것이 밝혀진, 계시된

것들이라 할지라도 믿지 않기 시작

했습니다. The subject here treated

of is the third posterity of the mo

st ancient church, which began not

to believe in things revealed unle

ss they saw and felt that they wer

e so.

이들의 첫 번째 상태는 일종의 의심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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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였는데, 그것을 여기, 그리고 이

어지는 구절에서 설명합니다. Their

first state, that it was one of doub

t, is described in this and in the

next following verse.

태고인들은 인간 안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짐승

이나 새하고 비교하는 일은 하지 않

았습니다. 다만 다른 이름으로 부르

기는 했지만 말입니다. 이런 식의

그들의 일상 언어적 관습은 심지어

홍수 후 고대교회에도 남아있었고,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보존되어 전해

졌습니다. The most ancient people

did not compare all things in man

to beasts and birds, but so denom

inated them; and this their custom

ary manner of speaking remained

even in the ancient church after th

e flood, and was preserved among

the prophets.

사람 안의, 감각적인 것들을 그들은

‘뱀들’이라고 했습니다. 뱀이 땅에

붙어 지내는 것처럼 감각적인 것들

또한 몸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T

he sensuous things in man they c

alled “serpents,” because as serp

ents live close to the earth, so se

nsuous things are those next the

body.

그래서 또한 그들은 신앙의 신비들

에 관하여 오직 감각으로만 접근하

려는 이성 활동을 가리켜 ‘뱀의 독’

이라 했고, 그런 사람들을 ‘뱀들’이

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많은

걸 감각, 곧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만 접근하기 때문에,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니라’ 하신 것입

니다. 보이는 것들은 땅, 육체, 일상

및 자연과 같은 그런 것들입니다.

Hence also reasonings concerning

the mysteries of faith, founded on

the evidence of the senses, were c

alled by them the “poison of a s

erpent,” and the reasoners thems

elves “serpents”; and because su

ch persons reason much from sens

uous, that is, from visible things

(such as are things terrestrial, co

rporeal, mundane, and natural), it

is said that “the serpent was mo

re subtle than any wild animal

of the field .”

[2] 그래서 시편에서도 머리로, 입

술로 사람을 유혹하는 자들을 가리

켜 And so in David, speaking of t

hose who seduce man by reasonin

gs: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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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 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

나이다 (시140:3) They sharpen th

eir tongue like a serpent; the

poison of the asp is under their

lips. (Ps. 140:3)

3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음이

여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

짓을 말하는도다 4그들의 독은 뱀

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5술사의 홀

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

객의 요술1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

사로다 (시58:3-5) They go astra

y from the womb, speaking a li

e . Their poison is like the pois

on of a serpent, like the deaf p

oisonous asp that stoppeth her

ear, that she may not hear the

voice of the mutterers, of a wis

e one that charmeth charms [ so

ciantis sodalitia] 1. (Ps. 58:3–5)

※ 각주 #1, ‘계시록 주해’ 462번 e

번 글에 보면, ‘sociantis sodalitia’

(매력을 발산하는 것) 대신 ‘incanta

toris incantationum’(마법사의 마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In Apocalypse Revealed (n. 462e),

instead of sociantis sodalitia (one

that charmeth charms) there is inc

antatoris incantationum (enchanter

of enchantments). [Reviser]

여기 어떤 이성적 접근의 결과, 사

람들로 하여금 지혜자의 말이나 그

들의 목소리조차 작정하고 안 듣게

만드는, 그런 걸 ‘뱀의 독’이라고 한

것입니다. Reasonings that are of s

uch a character that the men will

not even hear what a wise one sa

ys, or the voice of the wise, are h

ere called the “poison of a serpe

nt.”

그래서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라는 표현은 고대인들 사이에서는

일종의 잠언이 되었습니다. Hence i

t became a proverb among the an

cients, that “The serpent stoppet

h the ear .”

아모스에서, In Amos:

19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

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20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

이 아니냐 (암5:19-20) As if a ma

n came into a house, and leane

d his hand on the wall, and a s

erpent bit him. Shall not th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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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of J ehovah be darkness and n

ot light? even thick darkness, a

nd no brightness in it? (Amos

5:19–20)

‘손을 벽에 대었다가’는 자기 자신

한테서 나오는 힘을 말하며, 감각적

인 것들을 신뢰한 결과, 여기서 말

하는 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The “h

and on the wall” means self-deri

ved power, and trust in sensuous

things, whence comes the blindnes

s which is here described.

[3] 예레미야에서, In Jeremiah:

22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

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

라 23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24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

로다 (렘46:22-24) The voice of E

gypt shall go like a serpent, fo

r they shall go in strength, and

shall come to her with axes as

hewers of wood. They shall cut

down her forest, saith J ehovah,

because it will not be searche

d; for they are multiplied more

than the locust, and are innume

rable. The daughter of Egypt is

put to shame; she shall be deli

vered into the hand of the peop

le of the north. (Jer. 46:22–24)

‘애굽’은 신(神, D ivine)께 속한 것

들을 감각적인 것들과 기억-지식,

곧 세상 학문을 가지고 접근하는 걸

말합니다. “Egypt” denotes reasoni

ng about Divine things from sens

uous things and memory-knowled

ges.

‘뱀의 소리’는 그런 천박한 이성적

(理性, reasonings) 접근을, 그리고

‘북쪽 백성’은 그런 걸로 야기되는

블라인드니스, 곧 앞 못 보는 어두

움을 말합니다. Such reasonings ar

e called the “voice of a serpen

t”; and the blindness thereby occa

sioned, the “people of the nort

h.”

욥기에, In Job:

16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

에 죽을 것이라 17그는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을 보지 못할

것이요 (욥20:16-17) H e shall suc

k the poison of asps; the viper ’

s tongue shall slay him. he s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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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not see the brooks, the flowin

g rivers of honey and butter. (J

ob 20:16–17)

‘강 곧 꿀과 엉긴 젖이 흐르는 강’

은 영적이고 천적인 일들인데 그저

천박하게 이성(理性)질만 하는 자들

의 눈엔 절대 보이지 않는 것입니

다. ‘독사의 독’, ‘뱀의 혀’는 이런

이성질을 말합니다. “Rivers of ho

ney and butter” are things spirit

ual and celestial, which cannot be

seen by mere reasoners; reasonin

gs are called the “poison of the

asp” and the “viper ’s tongue .”

※ ‘reasoner ’, ‘reasoning ’은 각각

‘이성적 사고를 하는 사람’, ‘추론’,

‘이성적, 합리적으로 하는 사고’와

같은 고상한 뜻들이 있으나 문맥상

이런 고상함과는 거리가 있어 ‘도둑

질’, ‘강도질’, ‘갑질’ 같은 ‘...질’자를

붙여 ‘이성(理性)질’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보았습니다.

뱀 관련, 더 자세한 건 아래 14절, 1

5절을 보시면 됩니다. See more re

specting the serpent below, at ver

ses 14 and 15.

고대에 ‘뱀’으로 불리던 자들은 계시

의 일보다 감각의 일을

더 신뢰했습니다. In anc

ient times those were called “ser

pents” who had more confidence i

n sensuous things than in reveale

d ones.

지금도 여전히 그러나 훨씬 더 안

좋은 상황인데요, 지금은 사람들이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모든 것

을 그저 단순히 안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고대인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지식들 때문에 ‘쉽게

믿지 않을꺼야!’ 작정들을 하기 때

문이며, 그 결과, 자신들을 훨씬 더

심각한 어두움 가운데로 내몰고 있

기 때문입니다. But it is still wors

e at the present day, for now ther

e are persons who not only disbel

ieve everything they cannot see a

nd feel, but who also confirm the

mselves in such incredulity by kn

owledges [scientifica] unknown to

the ancients, and thus occasion in

themselves a far greater degree o

f blindness.

감각과 세상 지식,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천국에 관한 어떤 결론들을

내는 사람들, 말씀에서 종종 ‘귀머

거리 독사’, ‘날으는 뱀’으로 언급되

는 사람들, 이들이 훨씬 더 치명적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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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데, 이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눈을

멀게 하는지, 그 결과, 아무것도 못

보고, 못 듣게 하는지를 이해하실

수 있도록 이들이 영에 대해서는 어

떻게 믿고 있는지를 예를 하나 들어

드리겠습니다. In order that it may

be known how those blind themsel

ves, so as afterwards to see and

hear nothing, who form their concl

usions concerning heavenly matter

s from the things of sense, of me

mory-knowledge, and of philosoph

y, and who are not only “deaf ser

pents,” but also the “flying serp

ents” frequently spoken of in the

Word, which are much more perni

cious, we will take as an example

what they believe about the spirit.

[2] 감각의 사람, 오직 감각으로 확

실해야만 믿는 사람은 영의 존재를

부인합니다. 그가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인데요, 그는 말하기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내가 그걸 느

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 눈으

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이라야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The sensuous man, or

he who only believes on the evide

nce of his senses, denies the exist

ence of the spirit because he cann

ot see it, saying, “I t is nothing

because I do not feel it: that w

hich I see and touch I know ex

ists.”

기억-지식, 곧 세상 학문의 사람, 혹

은 자기가 습득한 세상 학문을 가지

고 결론을 내리는 사람은 말하기를,

영이라는 게, 가령 증기나 열, 아니

면 우리가 아는 무슨 다른 과학적

엔티티의 일종으로 그냥 즉시 옅은

공기 속으로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게 아니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동물

들 또한 몸, 감각, 그리고 이성과 유

사한 뭔가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영은 살고, 그것들은 죽는다라고들

하는 건 뭔가 좀 불공평하지 않나

요? The man of memory-knowled

ge [scientificus] , or he who forms

his conclusions from memory-kno

wledges says, What is the spirit,

except perhaps vapor or heat, or

some other entity of his science, t

hat presently vanishes into thin ai

r? Have not the animals also a b

ody, senses, and something analog

ous to reason, and yet it is assert

ed that these will die, while the s

pirit of man will live.

이렇게 그들은 영의 존재를 부인합

니다. Thus they deny the existe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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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of the spirit.

[3] 철학자들 역시, 아마 이들은 나

머지 사람들보다 더 예리하지 싶은

데요, 자기들도 이해 못 하는 용어

들을 써가며 영에 대해 말합니다.

이들은 영이라는 게 무슨 물질이나

유기체, 혹은 그 밖의 것들에서 비

롯되는 뭔가에서 나오는 건데, 그걸

어떤 한 가지 용어만 가지고 규정하

는 것은 안 된다 자기들끼리 서로

다투며 논쟁하기 때문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을 추

상화시켜 자기들한테서 소멸되게 하

고,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합니다. Philosophers also, who wo

uld be more acute than the rest o

f mankind, speak of the spirit in t

erms which they themselves do no

t understand, for they dispute abo

ut them, contending that not a sin

gle expression is applicable to the

spirit which derives anything from

what is material, organic, or exte

nded; thus they so abstract it fro

m their ideas that it vanishes fro

m them, and becomes nothing.

보다 분별 있는 사람들은 영은 사고

(思考, thought)다 주장합니다. 그러

나 이들은 사고에 관해 추론(推論, r

easonings)하는 중에 사고를 모든

실재성으로부터 분리하게 되고, 결

국은 몸이 기능을 다 하면 영도 사

라져야만 한다라는 우스꽝스런 결론

에 이르고 맙니다. The more sane

however assert that the spirit is t

hought; but in their reasonings ab

out thought, in consequence of se

parating from it all substantiality,

they at last conclude that it must

vanish away when the body expire

s.

이렇게 감각과 세상 학문, 그리고

철학을 가지고 소위 이성질, 지적

놀음을 하는 사람들은 영의 존재를

부인하고, 그 결과 영과 영적 사실

들에 관한 것들을 하나도 믿지 않습

니다. Thus all who reason from th

e things of sense, of memory-kno

wledge, and of philosophy, deny th

e existence of the spirit, and ther

efore believe nothing of what is sa

id about the spirit and spiritual th

ings.

하지만 마음이 단순한 사람들은 그

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의 존재에

관한 질문을 받으면 대답하기를, 자

기들은 그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고, 왜냐하면 주께서 말씀하시

기를, 사후에도 그들이 살리라 하셨

기 때문이라고 말이지요. 그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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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자기들의 이성을 끄는 대신,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생생

하게 합니다. Not so the simple in

heart: if these are questioned abo

ut the existence of spirit, they say

they know it exists, because the L

ord has said that they will live aft

er death; thus instead of extinguis

hing their rational, they vivify it b

y the Word of the Lord.

※ ‘자기들의 이성을 끄는 대신’(in

stead of extinguishing their ration

al)이라는 말은 이성을 불신, 사용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닌, 인간 이성은

오히려 주님 말씀으로 생생해져서

순기능을 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

다.

천적 인간이었던 태고인

들 사이에서는 ‘뱀’은 신

중함, 세심한 주의 및 그 신중함으

로 평소 신체를 운동, 안전한 생활

을 하게 해주는 감각적인 걸 상징했

습니다. Among the most ancient p

eople, who were celestial men, by

the “serpent” was signified circu

mspection, and also the sensuous

part through which they exercised

circumspection so as to be secure

from injury.

‘뱀’에 관한 이러한 상징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분명

한데요, This signification of a “ser

pent” is evident from the Lord’s

words to his disciples: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

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

므로 너희는 뱀 같이 지혜롭고 비

둘기 같이 순결하라 (마10:16) Beh

old, I send you forth as sheep i

nto the midst of wolves; be ye

therefore prudent as serpents,

and simple as doves. (Matt. 10:1

6)

또. 광야에 세웠던 ‘놋뱀’으로부터도

분명한데요, 홀로 천적 인간이시며,

홀로 만인을 돌보시고, 만인의 필요

를 공급하는 분이신 그 주님의 감각

적인 걸 이 ‘놋뱀’이 상징하였고, 그

래서 그때 그 뱀을 쳐다본 모든 사

람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And al

so from the “brazen serpent” tha

t was set up in the wilderness, by

which was signified the sensuous

part in the Lord, who alone is the

celestial man, and alone takes car

e of and provides for all; wherefor

e all who looked upon it were pre

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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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3:1-13

2, 3절, 2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

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

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Ver

ses 2, 3, And the woman said u

nto the serpent, We may eat of

the fruit of the tree of the gard

en; But of the fruit of the tree

which is in the midst of the gar

den, God hath said, Ye shall no

t eat of it, neither shall ye touc

h it, lest ye die.

※ 2, 3절 속뜻

태고교회 선조들로부터 밝히 계시되

어 내려온 주님 신앙에 관한 선과

진리에 대해, 주님으로 말미암은 퍼

셉션이 아닌, 감각과 세상 학문, 지

식을 가지고 들여다보려 하는 것은

주님이 금하신 바, 만일 그런 짓을

하면 그동안 주님 주신 모든 지혜와

지성이 사라질 것이다.

‘동산 나무의 열매’, 태

고교회로부터 그들에게

계시, 곧 밝히 알려진 선과 진리를,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

라’, 신앙에 속한 선과 진리를 말하

는데, 이는 그들이 주님으로 말미암

지 않고 대신 자기들 힘만으로 배워

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는 거, ‘만지

지 말라’, 자기들의 힘만으로, 혹은

감각과 세상 학문에 관한 것들을 가

지고 신앙에 속한 선과 진리를 생각

해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금지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하

면 신앙이나 모든 지혜, 지성이 사

라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The

“fruit of the tree of the garden”

is the good and truth revealed to

them from the most ancient churc

h; the “fruit of the tree which is

in the midst of the garden, of

which they were not to eat” is t

he good and truth of faith, which t

hey were not to learn from thems

elves; “not to touch it” is a proh

ibition against thinking of the goo

d and truth of faith from themselv

es, or from what is of sense and

memory-knowledge [sensuali et s

cientifico] ; “lest ye die” is becau

se thus faith, or all wisdom and i

ntelligence, would per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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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

리가 먹을 수 있으나’가

태고교회로부터 그들에게 계시된 신

앙에 속한 선과 진리 혹은 신앙 지

식들을 가리키는 것이 분명한 것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라고 하고 있지, 지난번

천적 인간 또는 태고교회를 다룰 때

살피던 ‘동산 각종 나무’(창2:16)라

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 때

문입니다. That the “fruit of the t

ree of which they might eat” si

gnifies the good and truth of faith

revealed to them from the most a

ncient church, or the knowledges

[cognitiones] of faith, is evident fr

om the fact that it is said to be t

he “fruit of the tree of the gard

en of which they might eat,” an

d not the “tree of the garden,”

as before when treating of the cel

estial man, or the most ancient ch

urch (Gen. 2:16).

※ ‘나무’와 ‘열매’ 얘기, 곧 ‘나무’는

퍼셉션을, ‘열매’는 그 결과 밝혀진

선과 진리라는 얘깁니다. 다만 아래

창2:16,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처

럼 원문에는 없는 ‘열매’를 성경 번

역가들이 임의로 추가, 의역함으로

써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한 점이 아

쉽습니다. ‘나무를 먹는다’는 번역은

너무 이상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래도 그들은 주님 말씀에

사사로이 뭘 보태면 안 되는 것이었

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 이것을

보면 초창기를 비롯, 최근 번역가들

조차 말씀을 속뜻으로 읽어야 한다

는 사실에 대해 무지했고, 여전히

무지한 것 같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

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창2:16)

‘동산의 나무’는 거기 언급된 대로,

선하고 참된 것에 관한 퍼셉션입니

다. 선과 진리가 그 근원에서 비롯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열매’로 부

르며, 그래서 말씀에서도 또한 자주

‘열매’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The “t

ree of the garden,” as it is ther

e called, is the perception of what

is good and true; which good and

truth, because they are from that

source, are here called “fruit,” an

d are also frequently signified by

“fruit” in the Word.

※ ‘선과 진리가 그 근원에서 비롯

된’(they are from that source)은

지금 이 세 번째 후손에게 전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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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온, 그리고 이들이 주님이 금하

신 방법으로 들여다보고자 하는 지

금 이 선과 진리는 선조들의 그 퍼

셉션으로 얻게 된 결과물들이라는

말이며, 그래서 ‘열매’라 한다는 것

입니다.

앞서 창세기 2장 9절에

서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로 지식의 나무가 아닌 생명 나

무가 언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지식의 나무’를 ‘동산 중

앙에 있는 나무’라고 하는 이유는

동산의 ‘중앙’이 가장 깊은 곳, 맨

안쪽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천적

인간 또는 태고교회의 맨 안쪽, 마

음속 가장 깊은 곳에는 ‘생명 나무’

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랑과 사랑

에서 나오는 신앙입니다. 그러나 천

적 영적 인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사람, 혹은 그 후손한테서는 신

앙이 동산 혹은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의 ‘중앙’이 되었습니다. The reas

on why the “tree of knowledge”

is here spoken of as being “in th

e midst of the garden,” although

previously (Gen. 2:9), the tree of l

ives was said to be in the midst

of the garden, and not the tree of

knowledge, is that the “midst” of

the garden signifies the inmost; a

nd the inmost of the celestial ma

n, or of the most ancient church,

was the “tree of lives,” which is

love and the faith thence derived;

whereas with this man, who may

be called a celestial spiritual man,

or with this posterity, faith was th

e “midst” of the garden, or the i

nmost.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

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도 있더라 (창2:9)

태고 때 살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이었는지를 정말 제대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까지 발견된 그 어느 누구하고도 완

전히 달랐던 그들의 지니어스에 대

해 오늘날 전혀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It is impossible more

fully to describe the quality of the

men who lived in that most ancie

nt time, because at the present da

y it is utterly unknown, their geni

us being altogether different from

what is ever found with anyone no

w.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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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에 대한 단서를 일부 전하는 목적

은, 그들은 선으로부터 진리를 알았

던, 혹은 사랑으로부터 신앙에 속한

것을 알았던 사람들이었음을 말씀드

릴 수 있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For

the purpose however of conveying

some idea of their genius, it may

be mentioned that from good they

knew truth, or from love they kne

w what is of faith.

※ ‘선으로부터 진리를 알았다’는

것은 ‘선이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

쳤다’는 뜻입니다. 보통은 진리를 먼

저 배우고, 배운 그 진리를 실천함

으로써 선을 행하는데, 태고인들, 곧

태고교회, 아담교회 사람들인 천적

인간들은 그 순서가 달랐다는 말입

니다.

그러나 그 세대가 끝났을 때, 이후

일어난 새로운 세대는 완전히 다른

지니어스를 계승했습니다. 그들은

선에서 진리를, 혹은 사랑에서 신앙

에 속한 것을 알아차리는 대신, 진

리를 가지고 선에 관한 지식을 습득

하거나, 신앙 지식을 가지고 사랑이

무엇인지 하는 것을 습득했기 때문

입니다. 그들 중 정말 많은 사람이

지식밖에는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

다. But when that generation expi

red, another succeeded of a totally

different genius, for instead of dis

cerning the true from the good, o

r what is of faith from love, they

acquired the knowledge of what is

good by means of truth, or what i

s of love from the knowledges of f

aith, and with very many among t

hem there was scarcely anything

but knowledge [ quod scirent] .

※ ‘그 세대가 끝났을 때, 이후 일

어난 새로운 세대는 완전히 다른

지니어스를 계승했다’는 것은 ‘태고

교회가 홍수로 종말을 고하고, 이

후 일어난 고대교회와 그 후손에

게는 퍼셉션이 아닌 양심이 시작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후손’은 유

대교회, 기독교회를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멸망을 막기 위

해 생겨난 홍수 후 변화였습니다. S

uch was the change made after th

e flood to prevent the destruction

of the world.

이런 이유로, 홍수 전 태

고인들의 것과 같은 그

런 지니어스는 오늘날은 발견할 수

도 없고, 존재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들의 지니어스로 기록된 이 구절

에 들어있는 의미를 알기 쉽게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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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Seeing ther

efore that such a genius as that of

the most ancient people anterior t

o the flood is not found and does

not exist at the present day, it is

no easy matter to explain intelligi

bly what the words of this passag

e in their genuine sense imply.

하지만 이 의미들이 천국에서는 아

주 명확하게 이해됩니다. 천적이라

하는 그곳 천사들과 천사적 영들은

홍수 전 거듭난 태고인들과 같은 지

니어스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영적이라 하는 그곳 천사들과 천사

적 영들의 지니어스는 홍수 후 거듭

난 사람들의 지니어스와 유사합니

다. 두 경우 다 무한한 다양성을 가

지지만 말입니다. They are, howev

er, perfectly understood in heave

n, for the angels and angelic spiri

ts who are called celestial are of t

he same genius as the most ancie

nt people who were regenerate be

fore the flood; while the angels an

d angelic spirits who are termed

spiritual are of a similar genius t

o the regenerate after the flood, a

lthough in both cases with indefini

te variety.

천적 인간이었던 태고교

회의 캐릭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지식의 나무를

먹는 일’, 곧 신앙에 속한 걸 감각

과 세상 학문을 가지고 배우려고 하

지 않았고, 심지어 그 나무를 만지

는 일, 곧 어떤 신앙 관련 일들을

그런 걸 가지고 생각하는 것조차 허

용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그들은 천적 삶에서 영적

삶으로, 그리고 계속해서 밑으로 가

라앉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The

most ancient church, which was a

celestial man, was of such a chara

cter as not only to abstain from

“eating of the tree of knowledg

e,” that is, from learning what bel

ongs to faith from sensuous things

and memory-knowledges, but was

not even allowed to touch that tre

e, that is, to think of anything tha

t is a matter of faith from sensuo

us things and memory-knowledge

s, lest they should sink down from

celestial life into spiritual life, and

so on downward.

※ ‘신앙에 속한 걸 감각과 세상

학문을 가지고 배우려 하거나 생

각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먼

저 여기 ‘세상 학문’으로 번역한 ‘m

emory-knowledges’는 ‘오감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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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확인, 지식화된 사실들’(facts)이

라 해도 되겠으며, 그래서 전체적으

로는 우리 기독교, 더 나아가 개신

교에서 어떤 신령한 영적 체험을 몸

(肉)으로 추구하려는 태도 전반을

의미할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가령,

신앙에 대한 접근을 신학 서적으로

만, 그래서 ‘론론론’(論), ‘적적적’

(的), ‘성성성’(性)만 일삼고자 한다

든지, 아니면 정반대로 극한의 금욕,

예를 들면, 사십일 금식이나 하루

열두 시간 기도, 천일예배 같은, 아

니면 산기도, 불기도, 각종 신유(神

癒), 방언, 예언, 축사(逐邪) 등에 집

착한다든지 하는 일체의 접근들 말

입니다. 불교 같은 타 종교는 이런

접근이 더 다양하고 엄청나지요. 선

과 진리의 일치를 통한 주님 신앙에

접근하는 게 아닌, 다른 모든 시도

들은 자칫 이 ‘지식의 나무를 먹는

일, 만지는 일’에 속하는 게 될까

두렵습니다. 저런 외적 노력들은 주

님 사랑을 뒤따르는 것이어야지 그

자체가 수단과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기에 말입니다.

천적 천사들의 삶 또한 바로 이와

같은데요, 천사들이 더 내적일수록

그들은 신앙을 언급조차 하지 않으

며,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도 그렇습

니다. 만일 누가 그런 말을 하면, 그

들은 신앙 대신 사랑을 지각하는데,

그 차이는 오직 그들만 압니다. 그

런 식으로 신앙과 관련된 무엇이든

지 거기서 그들은 사랑과 체어리티

를 찾아냅니다. Such also is the lif

e of the celestial angels, the more

interiorly celestial of whom do not

even suffer faith to be named, nor

anything whatever that partakes of

what is spiritual; and if it is spok

en of by others, instead of faith th

ey have a perception of love, with

a difference known only to themse

lves; thus whatever is of faith they

derive from love and charity.

신앙에 대해 입으로 무슨 이성(理

性) 놀이 하는 거 듣는 걸 그들은

더더욱 견딜 수 없어 하며, 그들은

신앙에 관한 세상 학문과 지식, 사

실들을 가장 싫어합니다. 그들에게

는 사랑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오는

선과 진리에 관한 퍼셉션이 있기 때

문이며, 이 퍼셉션으로 말미암아 그

들은 어떤 일이 과연 그런지, 아닌

지를 즉시 알기 때문입니다. Still le

ss can they endure listening to an

y reasoning about faith, and least

of all to anything of memory-know

ledge respecting it; for, through l

ove, they have a perception from

the Lord of what is good and tru

e; and from this perception they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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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w instantly whether a thing is s

o, or is not so.

그래서 신앙에 관한 무슨 말을 들을

때, 그들은 그저 단순히 그렇다, 아

니다로 대답합니다. 그들이 주님으

로 말미암아 그걸 지각하기 때문입

니다. Therefore when anything is

said about faith, they answer simp

ly that it is so, or that it is not s

o, because they perceive it from t

he Lord.

이것이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하신

다음 말씀의 뜻입니다. This is wha

t is signified by the Lord’s words

in Matthew: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마5:37) Let

your communication be Yea, ye

a; nay, nay; for whatsoever is

more than these cometh of evil.

(Matt. 5:37)

이것이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나

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

희는 만지지도 말라’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만일 그들이 그걸 만지

면 그들은 악 가운데 있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은 ‘죽기’ 때문입니다. Thi

s then is what was meant by their

not being allowed to touch the fru

it of the tree of knowledge; for if

they touched it, they would be in

evil, that is, they would in conseq

uence “die.”

※ 이미 일어난 일이므로 ‘그들은

그걸 만졌으므로 그래서 그들은

죽었습니다.’를 뜻하는 ‘since thes

e humans would have fallen pre

y to evil if they had—which is t

o say they would have died fro

m it.’(NCE 역)으로 이해하셔도 됩

니다.

천적 천사들도 다른 천사들처럼 다

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서로 대화합

니다. 다만 천적 언어를 가지고 하

는데요, 이 언어는 사랑으로 되어

있고, 또 사랑에서 나오며, 영적 천

사들의 언어보다 훨씬 더 형언할 수

없는 언어이지요. Nevertheless the

celestial angels converse together

on various subjects like the other

angels, but in a celestial languag

e, which is formed and derived fr

om love, and is more ineffable tha

n that of the spiritual angels.

반면, 영적 천사들은 신앙을 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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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대화하며, 신앙에

속한 것들이 과연 그렇

다는 것을 지성과 이성, 그리고 배

운 지식들을 가지고 심지어 확인까

지 해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그런 것들에 기대서 신앙이란 이런

것이다 무슨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

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악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The spiritua

l angels, however, converse about

faith, and even confirm the things

of faith by those of the intellect, of

the reason, and of the memory, b

ut they never form their conclusio

ns concerning matters of faith on

such grounds: those who do this a

re in evil.

※ ‘악 안에 있다’(are in evil)는 것

은 ‘악에 사로잡혀 있다’(is in the

grip of evil)는 뜻입니다.

이들은 또한 주님으로부터 모든 신

앙의 진리들에 대한 일종의 퍼셉션

을 부여받는데, 그러나 이들이 받는

퍼셉션은 천적 천사들이 받는 그런

퍼셉션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They

are also endowed by the Lord wit

h a perception of all the truths of

faith, although not with such a per

ception as is that of the celestial

angels.

영적 천사들의 퍼셉션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생해지는 일종의 양심

같은 것입니다. 실제로는 천적 퍼셉

션처럼 보입니다만 그러나 그건 아

니고, 오직 영적 퍼셉션일 뿐입니다.

The perception of the spiritual an

gels is a kind of conscience which

is vivified by the Lord and which

indeed appears like celestial perc

eption, yet is not so, but is only

spiritual per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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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3:1-13

4, 5절, 4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

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너희

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

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Ve

rses 4, 5, And the serpent said

unto the woman, Ye shall not s

urely die. For God doth know t

hat in the day ye eat thereof, t

hen your eyes shall be opened,

and ye shall be as God, knowin

g good and evil.

※ 4, 5절 속뜻

주님 신앙을 주님의 퍼셉션과 계시

가 아닌, 감각과 자아, 세상 학문과

배움으로 들여다보고자 하는 사람은

주님 기준이 아닌 자기 기준, 사람

기준으로 참과 거짓, 선과 악을 분

별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되고, 이후 자기 맘대로 살아가려

할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는, 만일 그들이 신앙의 일들, 교리

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그걸 감

각과 세상 지식, 사실의 관점, 곧,

자기들 사람의 것, 인간 고유의 오

운, 본성을 가지고 하면, 그들은 분

명 거기에 무슨 오류라도 있는 양

볼 것이라는, 즉 ‘아, 이 교리들은

진리가 아니잖아!’라고 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Their “eyes being ope

ned by eating of the fruit of the

tree” signifies that if they were to

examine the things of faith from w

hat is of sense and knowledge [ex

sensuali et scientifico] , that is, fro

m themselves, they would plainly

see those things as if erroneous.

※ 여기서 말하는 ‘사실’은 오감(五

感: 시각, 청각, 후각, 미각 및 촉각)

같은 육(肉)적, 외(外)적 감각을 가

지고 확인할 수 있는 ‘사실’(factual

standpoint, knowledge, scientifico)

을 말하며, 그래서 영(靈)적, 내(內)

적 진리들, 곧 오감의 범위를 넘어

서는 것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오감

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사실

이 아니다, 진리가 아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에서 말하는 ‘사실’, ‘진리’의 한계이

며, 만일 이런 식으로 그들이 ‘이건

참이다, 저건 거짓이다’ 판결을 내

리게 되면 그때부터 그들은 하나님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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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

을 알 줄’은, 만일 그들이 이런 식

으로 스스로 선악을 판결하면, 그때

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스스로를 인도하려, 즉 자기들 맘대

로 살아가려고 할 것이라는 말입니

다. And that they would be “as G

od, knowing good and evil,” de

notes that if they did so from the

mselves, they would be as God, a

nd could guide themselves.

※ 주님의 말씀, ‘그런즉 너희는 먼

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마6:33)를 그동안 살아

온 삶의 경험에 비추어보아 ‘에이,

그런 일은 안 일어나두만... 내가

그동안 살아보니 뼈 빠지게 일했

을 때, 딱 그만큼만 내 통장에 들

어오두만...’ 하는 사람은 이후 자기

가 하나님이 되어 스스로 살아가려

하지 절대 주님을 의지하려 하지 않

는 것을 보면 참으로 위 본문, 뱀이

하는 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

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가 사실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구절에는 교회의

어떤 특별한 상태나 상

태의 변화가 들어 있습니다. 선행구

절들은, 그들이 비록 그렇게 기울었

어도 그들은 그것을 불법으로 지각

했다는 내용인 반면, 이 구절들은,

그것이 자기들에게는 합법적이지 않

을지도 모른다는, 즉 ‘이 말이 과연,

이 교리가 과연 맞을까? 우리가

배우고 경험한 바로는 안 그렇던

데...’ 하며 의심하기 시작했다는 내

용입니다. 그들이 그동안 선조로부

터 들어온 말들이 과연 맞는지 확인

하고 싶어 했고, 그래서 그렇게 그

들의 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마침

내 자아-사랑이 우위를 점하게 되

자, 그들은 ‘아, 우리 스스로도 할

수 있겠다. 우리도 주님처럼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

다. 주님의 이끄심을 따르기 꺼려

하며, 대신 자기 스스로 하기를 더

좋아하고, 감각 및 세상 학문과 지

식에 관한 것들이 모든 믿음의 기준

이라고 자신을 컨설팅하는 등, 이런

것이 바로 자아 사랑이라는 것의 본

성이기 때문입니다. Every verse co

ntains a particular state, or chang

e of state, in the church: the prec

eding verses, that although thus i

nclined they nevertheless perceive

d it to be unlawful; these ve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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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cipient doubt whether it mig

ht not be lawful for them, since th

ey would thus see whether the thi

ngs they had heard from their for

efathers were true, and so their e

yes would be opened; at length, i

n consequence of the ascendancy

of self-love, they began to think t

hat they could lead themselves, an

d thus be like the Lord; for such

is the nature of the love of self th

at it is unwilling to submit to the

Lord’s leading, and prefers to be

self-guided, and being self-guided

to consult the things of sense and

of memory-knowledge as to what

is to be believed.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된 사람들과, 자기를 사랑하고 동시

에 세상 배움에 탁월한 사람들, 이

둘 중 누가 더 대단한 믿음을 가진

걸까요? Who have a stronger beli

ef that their eyes are open, and th

at as God they know what is good

and evil, than those who love the

mselves, and at the same time ex

cel in worldly learning?

그리고 누가 더 눈이 먼 걸까요? A

nd yet who are more blind?

그들에게 묻기만 해도 확인되는 사

실은, 그들은 영의 존재를 믿기는

고사하고 심지어 알지도 못하는 사

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영

적, 천적 삶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서 정말이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낯설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삶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기들을 사라질 짐승과도 같은 존재

라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도

인정하지 않고 대신 오직 자신들과

자연만 숭배합니다. Only question

them, and it will be seen that the

y do not even know, much less be

lieve in, the existence of spirit; w

ith the nature of spiritual and cele

stial life they are utterly unacquai

nted; they do not acknowledge an

eternal life; for they believe thems

elves to be like the brutes which

perish; neither do they acknowled

ge the Lord, but worship only the

mselves and nature.

그들 가운데 좀 신중하게 말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르기를, 어떤 최고

의 존재가 만물을 다스리는데 다만

자기들은 그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고 합니다. Those among them who

wish to be guarded in their ex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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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ons, say that a certain supreme

existence [ens] of the nature of w

hich they are ignorant rules all thi

ngs.

그들이 자신들을 입증하기 위하여

감각 및 학문 영역에서 다양하게 사

용하는 자기들 나름의 원리들이 있

습니다. 그들은 맘만 먹으면 온 우

주를 앞에 놓고도 그럴 겁니다. The

se are the principles in which the

y confirm themselves in many way

s by things of sense and of memo

ry-knowledge, and if they dared, t

hey would do the same before all

the universe.

그런 사람들은 신(神) 또는 최고의

현자(賢者) 대접을 받고 싶어 하지

만, 만일 ‘당신은 자신의 오운, 자

아, 자신의 것 가운데 없는 게 무

엇인지 아십니까?’ 질문받으면 대

답하기를, ‘그런 건 없는데... 다만

제가 가진 이 모든 것을 잃게 되

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라고 대

답할 겁니다. Although such person

s desire to be regarded as gods,

or as the wisest of men, if they w

ere asked whether they know what

it is not to have anything of their

own, they would answer that it is

to have no existence, and that if t

hey were deprived of everything t

hat is their own, they would be n

othing.

이들은 만일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질문을 받

으면, 생각하기를, ‘그런 건 일종의

환상인데...’ 합니다. If they are as

ked what it is to live from the Lo

rd, they think it a fantasy.

‘양심이라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

까?’ 하는 질문에는, ‘그건 그저 상

상력에 불과한 것으로, 천민(賤民)

들, 일반인들을 통제하는 방법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라고 할

겁니다. If asked whether they kno

w what conscience is, they would

say it is a mere creature of the i

magination, which may be of servi

ce in keeping the vulgar under re

straint.

‘퍼셉션이 무엇인지는 아십니까?’

하는 질문에는, 그들은 씨익 비웃으

며, ‘그런 건 광적인 쓰레기, 곧 종

교 마니아들 간 사용하는 일종의

무슨 싸인 같은 거지요.’라고 합니

다. If asked whether they know w

hat perception is, they would mer

ely laugh at it and call it enthu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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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ic rubbish.

※ 스베덴보리 시절인 1750년대 유

럽의 분위기가 이랬나 봅니다. 저

하나하나의 사례가 모두 스베덴보리

가 직접 겪었던 사례이지 싶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라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신교를 비롯, 거의 모든

기독교가 외적 사고, 즉 ‘겉의 사람’

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영

성, 영성’ 하지만 그 사고의 뿌리는

‘겉’에 있습니다. 내적 사고, 즉 ‘속’

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말해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게 그들의 지혜이며, 이런 게

그들이 말하는, 소위 ‘눈이 밝아지

는 것’입니다. 이런 게 그들이 말하

는 ‘하나님’입니다. Such is their wi

sdom, such “open eyes” have the

y, and such “gods” are they.

이런 원리들, 그들 생각에는 대낮보

다 더 밝은 원리들인데, 이런 원리

들을 가지고 그들은 모든 것의 출발

점으로 삼으며, 그렇게 계속해서 이

런 식으로 신앙의 신비들에 대한 소

위 이성(理性)질을 합니다. 그 결과

는 과연 어둠의 깊은 심연밖에 뭐가

더 있을까요? Principles like these,

which they think clearer than the

day, they make their starting poin

t, and so continue on, and in this

way reason about the mysteries of

faith; and what can be the result

but an abyss of darkness?

무엇보다도 이런 것들이 바로 세상

을 꾀는 ‘뱀들’인 것입니다. These a

bove all others are the “serpent

s” who seduce the world.

하지만 태고교회의 후손은 아직 이

런 캐릭터까지는 아니었습니다. But

this posterity of the most ancient

church was not as yet of such a c

haracter.

이렇게 된 건 본 장 14절로 19절에

서 다루게 됩니다. That which beca

me such is treated of from verse

14 to verse 19 of this chap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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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3:1-13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

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

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

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

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Verse 6, And the

woman saw that the tree was g

ood for food, and that it was pl

easant to the eyes, and a tree t

o be desired to give intelligenc

e, and she took of the fruit the

reof and did eat, and she gave

also to her man [ vir] with her,

and he did eat.

※ 6절 속뜻

네 번째 후손, 곧 선대와 달리 사랑

할 정도로 자아를 원했고, 그 결과

감각과 세상에서 배운 걸로 이해가

안 되면 비록 주님의 신성한 계시라

하더라도 완강하게 거부하던 이들

네 번째 후손에 이르자 모든 걸 거

꾸로 보기 시작, 주님의 것들, 곧 선

대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던 모든 주

님 신앙과 그 교리들을 건강하고 균

형 잡힌 시선이 아닌, 탐욕과 환상,

쾌락의 대상으로 보았고, 거기에 이

들의 합리적 이성조차 동조함으로써

그만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먹음직도 하고’는 탐욕

(cupidity, intense desir

e 격렬한 욕망)을, ‘보암직도 하고’

는 환상(fantasy, delusion 망상)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은 쾌락(pleasure, sensual pleasure

감각적 기쁨)을 각각 의미합니다.

이것들은 다 오운(the own, our self

hood), 곧 ‘여자’에게 속한 것들이며,

‘그도 먹은지라’는 그의 합리적 이

성도 동의했음을 말합니다. (AC.26

5) “Good for food” signifies cupi

dity; “pleasant to the eyes,” fant

asy; and “desirable to give intel

ligence,” pleasure: these are of t

he own, or “woman”; by the “hus

band eating” is signified the cons

ent of the rational (n. 265).

※ 즉 이 세 가지, 탐욕, 환상 및 쾌

락은 자아의 속성들이라는 말입니

다.

※ 265. ‘남편’(the husband or ma

n)이 합리적 능력(the rational capa

city)을 의미한다는 것이 이 장 6절

에 보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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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

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

은지라’, 즉, 그도 동의했음을 의미

합니다. 같은 내용이 158번 글, 사람

에 관한 내용을 보아도 분명한데요,

거기 보면, 사람은 지혜와 지성(und

erstanding)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

지만 여기 나오는 ‘사람’(the man)

은 이성적 사고를 할 수 있는 능력

(the ability to reason)입니다. 지식

의 나무를 먹음으로써 지혜와 지성

이 파괴되었고, 그 결과, 더 이상 아

무것도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합

리적 능력은 지적 이해(an intellige

nt understanding)를 모방하는 것,

혹은 그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 158. 사람(man, 아담)이 내적 인

간, 같은 말이지만, 지성과 지혜의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은 이사야를

보면 분명합니다.

내가 본즉 한 사람(vir)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

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사41:

28)

지혜와 지성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입니다.

※ 위 본문의 ‘사람’은 라틴어로 ‘비

르’(vir)입니다. 라틴어에 ‘사람’이라

는 뜻의 ‘호모’(homo)라는 말이 따

로 있지만, ‘호모’에 비해 ‘비르’는

지혜와 지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뜻

입니다.

예레미야도 보면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

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

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

리라 (렘5:1)

여기 ‘정의를 행하는 자’는 지혜로

운 사람을, ‘진리를 구하는 자’는 지

성인을 각각 의미합니다.

태고교회의 네 번째 후

손 이야기인데요, 이들은

자기 사랑에 빠져 유혹에 넘어갔고,

이미 계시된 것들마저 자기들이 직

접 감각과 세상에서 배운 것들을 가

지고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믿

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This was

the fourth posterity of the most an

cient church, who suffered themsel

ves to be seduced by self-love [a

more proprio] and were unwilling

to believe what was revealed, unle

ss they saw it confirmed by the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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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s of sense and of memory-kno

wledge.

※ 영어 ‘memory-knowledge ’에

대한 NCE 영역은 ‘fact’입니다. 보

통 ‘secular ’를 붙여 ‘secular fact’

로 영역할 때가 많아 저도 ‘세상에

서 배운 것’이라고 해보았습니다.

‘세상 팩트’나 ‘세속적 사실’도 괜찮

을 듯합니다.

여기 사용된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

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

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라는 표현

은 저 태고 때 살던 사람들의 특별

한 재능에 맞춘 표현인데 특별히 의

지와 관련해서입니다. 그들의 악이

콸콸 흘러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의

지에서부터였기 때문입니다. The ex

pressions here employed, as that

“the tree was good for food, pl

easant to the eyes, and desirab

le for giving intelligence,” are

such as were adapted to the geni

us of those who lived in that most

ancient time, having especial refer

ence to the will, because their evi

ls streamed out from the will.

말씀에서 홍수 후를 살았던 사람들

이 나오는 데를 보면, 위 표현들은

의지보다는 이해에 관련되어 사용되

고 있습니다. 태고인들은 선에서 비

롯된 진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홍수

후 사람들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Where

the Word treats of the people who

lived after the flood, such expressi

ons are used as relate not so mu

ch to the will as to the understan

ding; for the most ancient people

had truth from good, but those wh

o lived after the flood had good fr

om truth.

사람의 오운, 자아(selfho

od)라는 걸 이렇게도 말

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What man’s

own is may be stated in this way.

사람의 오운은 다음 세 가지로부터

샘처럼 솟아나는 모든 악과 거짓으

로, 각각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 주

님 혹은 말씀 대신 자신을 믿는 거,

끝으로 감각과 세상에서 배운 것들

을 가지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은 아

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태도입니다.

Man’s own is all the evil and falsi

ty that springs from the love of s

elf and of the world, and from not

believing in the Lord or the W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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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but in self, and from supposing

that what cannot be apprehended

sensuously and by means of mem

ory-knowledge [sensualiter et sci

entifice] is nothing.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그저 악해져

가고 거짓되어져만 가며, 그 결과,

모든 걸 거꾸로 봅니다. 악한 걸 선

하다 하고, 선한 걸 악하다 하며, 거

짓된 걸 참이라 하고, 참된 걸 거짓

이라 합니다. 분명히 있는 걸 없다

하고, 없는 걸 그들은 모든 것이라

합니다. In this way men become

mere evil and falsity, and therefor

e regard all things pervertedly; th

ings that are evil they see as goo

d, and things that are good as evi

l; things that are false they see as

true, and things that are true as f

alse; things that really exist they

suppose to be nothing, and things

that are nothing they suppose to

be everything.

증오를 사랑이라 하고, 어두움을 빛

이라 하며, 죽음을 삶이라 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They ca

ll hatred love, darkness light, deat

h life, and the converse.

말씀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다리를 전다’, ‘앞을 못 본다’ 합니

다. In the Word, such men are ca

lled the “lame” and the “blind .”

이런 게 사람의 오운입니다. 그 자

체로 지옥이요, 저주받은 것이지요.

Such then is the own of man, whic

h in itself is infernal and accurse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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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3:1-13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

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

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Ve

rse 7, And the eyes of them bot

h were opened, and they knew

that they were naked; and they

sewed fig leaves together, and

made themselves girdles.

※ 7절 속뜻

그들은 내면의 소리를 통해 자신들

은 더 이상 선조들의 이노센스 대신

악 가운데 있음을, 천적 영적 선은

다 사라지고 대신 자연적 선만 남았

음을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변명했습

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의

의미는 그들이 어떤 내

적 음성(an interior dictate, an inn

er voice), 내면의 소리를 통해 ‘자

기들이 벗은 줄을’, 즉, 더 이상 전

처럼 이노센스가 아닌, 악 가운데

있음을 알고 시인하게 되었다, 깨닫

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Their “eyes

being opened” signifies their kno

wing and acknowledging, from an

interior dictate, that they were “n

aked ,” that is, no longer in innoc

ence, as before, but in evil.

‘눈이 밝아지는 것’이 일

종의 내적 음성임은 말

씀에 나오는 유사한 표현들, 가령,

발람이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데를

보면 분명합니다. 그 구절에서 발람

은 전능자의 환상을 보고 나서는 자

신을 가리켜 ‘눈을 감았던 자’(민24:

3)라고 합니다. That by having the

“eyes opened” is signified an int

erior dictate is evident from simil

ar expressions in the Word, as fr

om what Balaam says of himself,

who in consequence of having visi

ons calls himself the “man whose

eyes are opened .” (Num. 24:3)

※ 이 부분을 왜 한글 개역개정에서

는 ‘감았던’으로 번역했는지 모르겠

습니다. 바른 번역은 ‘뜬’입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브올

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

던 자가 말하며 (민24:3)

그리고 요나단인데요, 그는 벌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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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을 조금 맛본 후, 그것, 곧 아버지

사울의 명령이 악하다는 내적 음성

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

거든’, 즉 내적 시야가 열려 전엔 몰

랐던 것을 이젠 보게 되었다고 말이

지요. And from Jonathan, who wh

en he tasted of the honeycomb an

d had a dictate from within that it

was evil, said that his “eyes sa

w,” that is, were enlightened, so t

hat he saw what he knew not. (1

Sam. 14:29)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삼상14:2

9)

더욱이 말씀에서 ‘눈’은 종종 이해와

거기서 나오는 내적 음성을 가리키

기 위해 사용됩니다. 시편입니다. M

oreover in the Word, the “eyes”

are often used to denote the unde

rstanding, and thus an interior dic

tate therefrom, as in David: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

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시1

3:3) Lighten mine eyes, lest I s

leep the sleep of death, (Ps. 13:

3)

여기 ‘눈’은 이해를 가리킵니다. whe

re “eyes” denote the understandin

g.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볼 눈이 있

어도 보지 아니하는’(겔12:2) 사람

들에 대한 에스겔 말씀에서도 같은

뜻입니다. So in Ezekiel, speaking

of those who are not willing to un

derstand, who “have eyes to see,

and see not.” (Ezek. 12:2)

인자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

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

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

역하는 족속임이라 (겔12:2)

이사야에서, In Isaiah: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

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사6:10)

Shut their eyes, lest they see

with their eyes, (Isa. 6:10)

위 말씀은 그들로 못 보게 해야지

안 그러면 그들이 이해하게 될 것이

라는 말씀입니다. denotes that they

should be made blind, lest they sh

ould under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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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 또한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했

습니다. So Moses said to the peo

ple,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

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신29:

4) J ehovah hath not given you

a heart to know, and eyes to s

ee, and ears to hear, (Deut. 29:

4)

여기서 ‘마음’은 의지를, ‘눈’은 이해

를 가리킵니다. where “heart” den

otes the will, and “eyes” denote t

he understanding.

이사야에서는 주님을 가리켜,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사42:7)

라 하십니다. In Isaiah it is said of

the Lord, that “he should open t

he blind eyes.” (Isa. 42:7)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

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

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사42:7)

계속해서 같은 데서, ‘어둡고 캄캄

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사29:18)라 하셨습니다. And in the

same prophet: “The eyes of the

blind shall see out of thick dar

kness and out of darkness.” (Is

a. 29:18)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

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사29:1

8)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

고’는 그들이 더 이상 전

처럼 이노센스가 아닌, 악 가운데

있음을 알고 시인하게 되었음을 의

미하는데요, 이것은 앞장 마지막 구

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

하니라’(창2:25)를 보면 분명합니다.

이걸 ‘그들이 벌거벗었으므로 부끄

러워하지 아니하니라’로 읽고, 이노

센스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사람

도 있을지 모르지만 말입니다. By

“knowing that they were naked”

is signified their knowing and ack

nowledging themselves to be no l

onger in innocence as before, but

in evil, as is evident from the last

verse of the preceding chapter, w

here it is said, “and they were b

oth naked, the man and his wif

e, and were not ashame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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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it may be seen that “not t

o be ashamed because they wer

e naked” signifies to be innocent.

본 절 내용 중,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의 의미인

그들의 ‘부끄러워함’이 상징하는 것

은 오히려 정반대인데요, 이노센스

가 전혀 없는 곳에서는 벌거벗음은

일종의 부도덕, 스캔들이요, 창피이

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악을 생각

함이라는 의식이 수반되기 때문이지

요. The contrary is signified by th

eir “being ashamed,” as in this v

erse, where it is said that they “s

ewed fig leaves together, and h

id themselves”; for where there i

s no innocence, nakedness is a sc

andal and disgrace, because it is

attended with a consciousness of t

hinking evil.

※ 같은 표현인 ‘벌거벗음’(nakedne

ss)이 이노센스의 유무에 따라 완전

정반대의 의미를 갖는다는 말입니

다.

이런 이유로, 말씀에서 ‘벌거벗음’은

수치스럽고 악한 종류의 일에 사용

되며, 전도된(顚倒, perverted) 교회

를 서술할 때 사용됩니다. 에스겔입

니다. For this reason “nakednes

s” is used in the Word as a type

of disgrace and evil, and is predic

ated of a perverted church, as in

Ezekiel: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

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

던 것을 (겔16:22) Thou wast nak

ed and bare, and trampled on i

n thy blood. (Ezek. 16:22)

그들이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

어서 네 벗은 몸을 드러낼 것이라

(겔23:29) They shall leave her n

aked and bare, and the nakedn

ess shall be uncovered. (Ezek. 2

3:29)

계시록에서, In John: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흰 옷

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

이지 않게 하라 (계3:18) I counse

l thee to buy of me white raim

ent that thou mayest be clothe

d, and that the shame of thy na

kedness do not appear. (Rev. 3:

18)

그리고 마지막 날에 관하여는 And

concerning the last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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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

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

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계16:15) Bless

ed is he who watcheth, and kee

peth his garments, lest he walk

naked and they see his shame.

(Rev. 16:15)

신명기에서, In Deuteronomy:

사람이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

음을 발견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줄 것이요 (신24:1) I f a

man hath found some nakedness

in his wife, let him write her a

bill of divorcement. (Deut. 24:1)

같은 이유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단에 나아가 봉사할 때, 베로 속

바지를 입어 하체를 가리도록, 안

그러면 죄를 짊어진 채 죽는다는 명

령을 받은 것입니다. For the same

reason Aaron and his sons were c

ommanded to have linen breeches

when they came to the altar, and

to minister, to “cover the flesh o

f their nakedness, lest they sho

uld bear iniquity, and die.” (Ex

od. 28:42–43)

42또 그들을 위하여 베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넓적다리

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43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

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

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

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출28:42-43)

그들은 자신의 오운만

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벌거벗겨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오운, 곧 자아만 남은 사람

들은 지성과 지혜, 혹은 신앙의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여서 결과적으로 진리와 선에

대하여 ‘벌거벗겨진 사람들’이며,

그 결과 악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They are called “naked” because

left to their own; for they who are

left to their own, that is, to thems

elves, have no longer anything of

intelligence and wisdom, or of fait

h, and consequently are “naked”

as to truth and good, and are the

refore in evil.

※ 즉 우리는 주님의 진리와 선이라

는 옷을 입어야 살 수 있는데, 천국

갈 수 있는데, 반대로 이 옷이 다

벗겨져서 악과 거짓의 알몸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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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안 된다, 천국에 갈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으면’ 일어나는 일입

니다.

인간의 오운, 자아는 악

과 거짓 말고는 아무것

도 아니라는 것을 저는 그동안 다음

과 같은 사실로 분명히 알게 되었습

니다. 그것은 영들이 스스로 하는

말은 그 말이 무슨 말이든지 항상

모두 악하고 거짓되어서 그들이 말

하는 걸 내가 알게 될 때마다 나는

듣는 즉시 그것이 거짓임을 알았다

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자기들

이 하는 말은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자기들은 그것이 진리임을

정말 완전히 납득한 것이라고 해도

말입니다. That man’s own is nothi

ng but evil and falsity has been m

ade evident to me from the fact t

hat whatever spirits have at any ti

me said from themselves has been

so evil and false that whenever it

was made known to me that they

spoke from themselves I at once

knew that it was false, even thoug

h while speaking they were thems

elves so thoroughly persuaded of

the truth of what they said as to h

ave no doubt about it.

※ 영계는 실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도 몸으로

살짝 가릴 수 있어 겉과 속이 달라

도 시치미 떼고 살아갈 수 있지만

영계는 몸을 벗고 가는 데라 선이든

악이든 어느 한쪽으로 겉과 속이 같

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런

영계 체험과 증언을 통해 사람의 자

아, 인간의 오운이라는 게 본질적으

로 어떤 건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

다.

영계뿐 아니라 지상에서도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 스스로 말하는 사람

들의 경우는 똑같습니다. The case

is the same with men who speak f

rom themselves.

같은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영적, 천

적, 혹은 신앙의 일들에 관하여 세

상 이성으로 접근하기 시작할 때마

다 저는 그들은 의심을 하고 있고,

심지어 부인까지 하고 있음을 지각

할 수 있었습니다. 신앙에 관하여

세상 이성으로 접근한다는 건 의심

하고 부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nd in the same way, whenever a

ny persons have begun to reason

concerning the things of spiritual

and celestial life, or those of faith,

I could perceive that they doub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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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and even denied, for to reason

concerning faith is to doubt and d

eny.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아 또는 그

들의 오운으로 말미암는 것이어서,

그들은 그저 거짓들 가운데로 가라

앉으며, 결과적으로는 짙은 어둠, 곧

거짓들의 심연 속으로 가라앉습니

다. 그들이 이 심연 가운데 있을 때

는 아주 작은 것 하나로도 수천의

진리들을 압도할 수가 있는 것이,

마치 눈동자 표면에 내려앉은 먼지

한 조각만으로도 온 우주와 그 안에

담긴 모든 것에 대해 눈을 감게 하

는 것과 같습니다. And as it is all

from self or their own, they sink i

nto mere falsities, consequently in

to an abyss of thick darkness, that

is, of falsities, and when they are

in this abyss the smallest objectio

n prevails over a thousand truths,

just as a minute particle of dust i

n contact with the pupil of the eye

shuts out the universe and everyt

hing it contains.

그런 사람에 관해 주님은 이사야에

서, Of such persons the Lord says

in Isaiah: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

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사5:21) Woe unto those who ar

e wise in their own eyes, and i

ntelligent before their own face

s. (Isa. 5:21)

10네가 네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

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네 마음에 이르기

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11재앙이 네게 임

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

지 못할 것이며 손해가 네게 이르

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홀연히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사47:10-11) Thy wisdo

m and thy knowledge, it hath t

urned thee away, and thou hast

said in thine heart, I , and none

else besides me; and evil shall

come upon thee, thou shalt not

know from whence it riseth, an

d mischief shall fall upon thee,

which thou shalt not be able to

expiate, and vastation shall co

me upon thee suddenly, of whic

h thou art not aware. (Isa. 47:10

–11)

예레미야에서는, In Jerem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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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

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렘51:17) E

very man is made stupid by kn

owledge [ scientia] , every found

er is confounded by the graven

image, for his molten image is

falsehood, neither is there brea

th in them. (Jer. 51:17)

‘만든 신상’은 거짓이요, ‘부어 만든

신상’은 악, 곧 인간의 오운 속 악입

니다. A “graven image” is the fa

lsity, and a “molten image” the

evil, of man’s own.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And t

hey sewed fig leaves together,

and made themselves girdles.

‘잎을 엮어’는 자신들을 변명하는

것, ‘무화과나무’는 자연적 선, ‘치마

로 삼았더라’는 부끄러워했다는 것

입니다. To “sew leaves togethe

r” is to excuse themselves; the “fi

g tree” is natural good; and to

“make themselves girdles” is to

be affected with shame.

이렇게 태고인들은 말했고, 이렇게

그들은 그 교회의 후손을 묘사했습

니다. 이 묘사는 그들이 전에 즐거

워하던 이노센스 대신 이제는 자연

적 선만, 곧 그 안에 그들의 악이

들어 있는 그런 선만 소유하게 되었

고, 그리고 그런 자연적 선 안에 있

게 된 것을 그들은 부끄러워했다는

그런 묘사입니다. Thus spoke the

most ancient people, and thus the

y described this posterity of the c

hurch, signifying that instead of th

e innocence they had formerly enj

oyed, they possessed only natural

good, by which their evil was con

cealed; and being in natural good,

they were affected with shame.

말씀에 나오는 ‘포도나

무’는 영적 선을, ‘무화

과나무’는 자연적 선을 가리킨다는

사실이 오늘날엔 거의 알려지지 않

았습니다. 말씀의 속뜻이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그렇기는 하지만 그럼

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오는 데서

는 이런 의미를 상징하거나 포함하

고 있습니다. 주께서 비유들에서 ‘포

도원’과 ‘무화과나무’와 관련하여 하

신 말씀들 또한 그렇습니다. 마태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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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입니다. That the “vine” is used

in the Word to signify spiritual g

ood, and the “fig tree” natural go

od, is at this day utterly unknown,

because the internal sense of the

Word has been lost; nevertheless,

wherever these expressions occur,

they signify or involve this meani

ng; as also in what the Lord spok

e in parables concerning a “viney

ard” and a “fig tree”; as in Matt

hew:

길가에서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

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

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

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

과나무가 곧 마른지라 (마21:19) J

esus seeing a fig tree in the w

ay, came to it, but found nothin

g thereon save leaves only, and

he said unto it, Let no fruit gr

ow on thee henceforward foreve

r; and presently the fig tree wi

thered away, (Matt. 21:19)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땅에서는

그 어떤 선도, 심지어 자연적 선조

차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b

y which is meant, that no good, n

ot even natural good, was to be f

ound upon the earth.

예레미야에 나오는 ‘포도나무’와 ‘무

화과나무’ 역시 유사한 의미입니다.

Similar is the meaning of the “vin

e” and “fig tree” in Jeremiah:

12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

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

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

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

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

라 하셨나니 (렘8:12-13) Were th

ey ashamed when they had com

mitted abomination? Nay, they

were not at all ashamed, and th

ey knew not how to blush; ther

efore I will surely gather them,

saith J ehovah; there shall be n

o grapes on the vine, nor figs

on the fig tree, and the leaf hat

h fallen, (Jer. 8:12–13)

이 말씀은 모든 선, 곧 영적, 자연적



창3:7, AC.211-21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42/167

선 둘 다 사라져버렸다는 것을 의미

합니다. 그들은 너무나 타락한 나머

지 심지어 부끄러워하지도 않게 되

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늘날, 악

가운데 있어 자기들의 사악함에도

불구, 얼굴이 붉어지기는커녕 오히

려 그걸 자랑하고 앉아 있는 사람들

처럼 말입니다. by which is signifie

d that all good, both spiritual and

natural, had perished, since they

were so depraved as to have lost

even the sense of shame, like thos

e at the present day who are in e

vil, and who, so far from blushing

for their wickedness, make it their

boast.

호세아입니다. In Hosea: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 같이 하였

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

과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 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브

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

을 드림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

상 같이 가증하여졌도다 (호9:10) I

found I srael like grapes in the

wilderness; I saw your fathers

as the first ripe in the fig tree

in the beginning. (Hos. 9:10)

요엘입니다. And in Joel: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

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가 다 힘을 내는도다 (욜2:22) Be

not afraid, ye beasts of my fiel

ds, for the tree shall bear its fr

uit, the fig tree and the vine s

hall yield their strength. (Joel

2:22)

여기 ‘포도나무’는 영적 선을, ‘무화

과나무’는 자연적 선을 가리킵니다.

The “vine” here denotes spiritual

good, and the “fig tree” natural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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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3:1-13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

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

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Verse 8,

And they heard the voice of J e

hovah God going to itself in th

e garden in the air of the day;

and the man and his wife hid th

emselves from the face of J eho

vah God in the midst of the tre

e of the garden.

※ 8절 속뜻

이들 태고교회 네 번째 후손은 선조

들의 그 찬란했던 황금시대의 영광

과 퍼셉션은 거의 다 사라지고 이제

겨우 그 흔적만 남아 자신들이 악

가운데 있음을, 즉 주님의 선과 진

리가 다 떨어져 나가 벌거벗은 상태

임을 지각, 두려워하며 부끄러워 숨

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

와 하나님의 소리’는 내

면의 소리인데, 그들은 이 소리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이 소리는 그

들이 전에 소유했던 퍼셉션 가운데

아직 남아 있던 겁니다. ‘그날 바람

이 불 때’는 교회가 아직 약간의 퍼

셉션을 갖고 있던 기간입니다. ‘여호

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

라’는 그 소리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마치 악을 의식하는 사람들이 흔히

들 그러듯 말입니다. ‘동산 나무 사

이에’는 그들이 숨은 곳이지요, 자연

적 선을 의미합니다. 여기 가장 안

쪽을 ‘사이에’라 하고, ‘나무’는 앞서

살핀 대로 퍼셉션을 말합니다. 그런

데 이제 남아 있는 퍼셉션이 거의

없기 때문에 마치 유일하게 남은 것

처럼 나무를 단수로 말하고 있습니

다. By the “voice of J ehovah Go

d going to itself in the garden”

is signified an internal dictate whi

ch caused them to feel afraid, this

dictate being the residue of the p

erception which they had possesse

d; by the “air” or “breath” of the

“day” is denoted a period when t

he church still possessed some re

sidue of perception; to “hide the

mselves from the face of J ehov

ah God” is to fear the dictate, as

is wont to be the case with those

who are conscious of evil; by the

“midst of the tree of the garde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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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in which they hid themselves,

is signified natural good; that whi

ch is inmost is called the “mids

t”; the “tree” denotes perception

as before; but because there was l

ittle perception remaining, the tre

e is spoken of in the singular nu

mber, as if there were only one r

emaining.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

와 하나님의 소리’가 그

들이 두려워한 내면의 소리를 의미

한다는 사실은 말씀에서 ‘소리’가 상

징하는 걸 보면 분명합니다. 말씀에

서 ‘여호와의 소리’는 말씀 그 자체,

신앙의 교리, 양심이나 내적으로 주

의, 경고하기, 그리고 또 그렇게 이

어지는 모든 책망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되곤 합니다. 그래서 천둥소리

를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입니다. That by the “vo

ice of J ehovah God going to its

elf in the garden” is meant an i

nternal dictate of which they were

afraid, is evident from the signific

ation of “voice” in the Word, whe

re the “voice of J ehovah” is use

d to designate the Word itself, th

e doctrine of faith, conscience or

a taking notice inwardly, and also

every reproof thence resulting; wh

ence it is that thunders are called

the “voices of J ehovah,” as in J

ohn: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

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계10:3) The angel cried with a

loud voice, as a lion roareth, a

nd when he had cried seven th

unders uttered their voices, (R

ev. 10:3)

그때 외적, 내적 둘 다인 어떤 소리

였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denot

ing that there was then a voice b

oth external and internal.

계속해서 Again: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

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

루어지리라 하더라 (계10:7) I n the

days of the voice of the seventh

angel the mystery of God shall

be consummated. (Rev. 10:7)

시편입니다. In David:

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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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

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33옛적 하늘

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

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

한 소리로다 (시68:32-33) Sing un

to God, sing praises unto the L

ord, who rideth upon the heave

ns of heavens which were of ol

d; lo, he shall send out his voi

ce, a voice of strength. (Ps. 68:

32–33)

‘옛적 하늘들의 하늘’은 태고교회의

지혜를 말합니다. ‘소리’는 계시, 그

리고 또한 내면의 소리를 뜻합니다.

The “heavens of heavens which

were of old,” denote the wisdom

of the most ancient church; “voic

e,” revelation, and also an interna

l dictate.

계속해서 Again:

3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렛소리를 내시

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

다 4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여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5여호

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7여호와의 소리가 화염

을 가르시도다 8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심이여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9여

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시29:3

-5, 7-9) The voice of J ehovah i

s upon the waters; the voice of

J ehovah is in power; the voice

of J ehovah is in glory; the voic

e of J ehovah breaketh the ceda

rs; the voice of J ehovah dividet

h the flames of fire; the voice o

f J ehovah maketh the wildernes

s to shake; the voice of J ehova

h maketh the hinds to calve an

d uncovereth the forests. (Ps. 2

9:3–5, 7–9)

이사야입니다. And in Isaiah:

30여호와께서 그의 장엄한 목소리

를 듣게 하시며 혁혁한 진노로 그

의 팔의 치심을 보이시되 맹렬한

화염과 폭풍과 폭우와 우박으로

하시리니 31여호와의 목소리에 앗

수르가 낙담할 것이며 주께서는

막대기로 치실 것이라 (사30:30-31)

J ehovah shall cause the excelle

ncy of his voice to be heard, fo

r through the voice of J ehovah

shall Asshur be beaten down.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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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30:30–31)

‘거니시는 소리’는 남아

있는 퍼셉션이 거의 없

음을, 말하자면 마치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듯 완전히 혼자였음을 의

미합니다. 다음 절에 나오는 ‘여호

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를

보면 분명한 것처럼 말입니다. By t

he “voice going to itself,” is me

ant that there was but little perce

ption remaining, and that alone as

it were by itself and unheard, as i

s manifest also from the following

verse where it is said, “J ehovah

called to the man.”

※ ‘아담을 부르시며’의 ‘부르시며’

는 ‘shouted ’에 가까운 ‘called ’입니

다. 사람이 자기 본성에 깊이 잠긴

상태를 ‘깊이 잠들게 하시매’라 표

현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So in Isaiah:

3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

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

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

로를 평탄하게 하라 6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

니 (사40:3, 6) The voice of one c

rying in the wilderness; the voi

ce said, Cry. (Isa. 40:3, 6)

‘광야’는 신앙이라는 게 남아 있지

않은 교회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

리’는 주님의 오심에 대한 수태고지

(受胎告知, the annunciation of the

Lord’s advent), 곧 일반적으로는 주

님의 오심에 대한 모든 소식을 말합

니다. 거듭나는 사람들에게 있는 내

면의 소리처럼 말이지요. The “wild

erness” is a church where there i

s no faith; the “voice of one cryi

ng” is the annunciation of the Lor

d’s advent, and in general every a

nnouncement of his coming, as wit

h the regenerate, with whom there

is an internal dictate.

‘그날 바람이 불 때’가

기간, 곧 교회에 아직 어

느 정도 퍼셉션이 남아 있던 기간을

의미함이 분명한 것은 ‘낮’과 ‘밤’의

상징 때문입니다. That by the “air”

or “breath” “of the day” is signif

ied a period when the church had

still somewhat of perception remai

ning, is evident from the significat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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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n of “day” and of “night.”

태고인들은 교회의 상태를 낮과 밤

의 때들과 비교했는데, 교회가 아직

빛 가운데 있었을 때를 낮으로 보았

고, 이런 이유로 이 상태가 ‘그날’의

숨 또는 바람으로 비교되는 것입니

다. 자기들이 밤 상태에 있음을 알

수 있을 만큼의 퍼셉션이 아직 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The most

ancient people compared the state

s of the church to the times of the

day and of the night, to the times

of the day when the church was st

ill in light, wherefore this state is

compared to the breath or air “of

the day,” because there was still

some remnant of perception by w

hich they knew that they were fall

en.

※ ‘밤 상태’(they were fallen), 즉

숨, 호흡, 생명 없는 상태입니다.

주님은 또한 신앙의 상태를 ‘낮’으

로, 신앙이 없는 상태를 ‘밤’으로 부

르십니다. 요한복음입니다. The Lor

d also calls the state of faith “da

y,” and that of no faith “night”; a

s in John: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

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

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9:4) I must work th

e works of him that sent me, w

hile it is day; the night cometh

when no man can work. (John 9:

4)

같은 이유로, 사람의 거듭남의 상태

들을 창세기 1장에서 ‘날들’이라 하

였습니다. The states of the regene

ration of man were for the same r

eason called “days” in chapter 1.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

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

하여 숨은지라’가 악을 인식하는 사

람들이 흔히들 그러듯 그 내면의 소

리를 두려워함이라는 것은 그들의

대답인 10절 말씀, ‘이르되 내가 동

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

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

이다’를 보면 분명합니다. That to

“hide themselves from the face

of J ehovah,” means to be afraid

of the dictate, as is wont to be th

e case with those who are conscio

us of evil, is evident from their re

ply (verse 10): “I heard thy voic

e in the garden, and I was afra

id because I was naked.”

222



창3:8, AC.218-225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48/167

‘여호와의 낯’ 혹은 주님의 얼굴은

자비, 평강 및 모든 선이라는 것이

다음 축복의 말씀들을 보면 분명한

것처럼 말입니다. The “face of J eh

ovah,” or of the Lord, is mercy,

peace, and every good, as is clea

rly evident from the benediction:

25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

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26여호

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

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

니라 하라 (민6:25-26) J ehovah m

ake his faces to shine upon the

e, and be merciful unto thee; J

ehovah lift up his faces upon th

ee, and give thee peace. (Num.

6:25–26)

시편에서는 And in David: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

에게 비추사 (시67:1) God be mer

ciful unto us, and bless us, and

cause his faces to shine upon u

s. (Ps. 67:1)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

소서 (시4:6) There be many that

say, Who will show us any goo

d? J ehovah, lift thou up the lig

ht of thy faces upon us. (Ps. 4:

6)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주님의 자비를

가리켜 ‘자기 앞의 사자’라 하고 있

습니다. The mercy of the Lord is

therefore called the “angel of fac

es,” in Isaiah:

7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

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8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

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

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9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의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

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사63:7-9) I

will make mention of the merci

es of J ehovah; he hath requited

them according to his mercies,

and according to the multitude

of his mercies; and he became

their savior. I n all their afflicti

on he was afflicted, and the 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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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 of his faces saved them; in h

is love and in his pity he redee

med them. (Isa. 63:7–9)

‘주의 낯’은 자비, 평화,

그리고 모든 선이시기

때문에 분명한 것은 주님은 만물을

향해 자비로우시며, 결코 그 어느

누구도 외면하는 분이 아니신 반면,

오히려 사람, 악 중에 있을 때 얼굴

을 돌려버리는 자는 바로 사람이라

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하신 이사야

말씀 As the “face of the Lord” is

mercy, peace, and every good, it

is evident that he regards all fro

m mercy, and never averts his co

untenance from any; but that it is

man, when in evil, who turns awa

y his face, as is said by the Lord

in Isaiah: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

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

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

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사5

9:2) Your iniquities have separa

ted between you and your God,

and your sins have hid his face

from you; (Isa. 59:2)

와, 그리고 여기 ‘그들이 자기들이

벗었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말씀을 보면 말입

니다. and here, “they hid themse

lves from the face of J ehovah,

because they were naked.”

자비, 평화, 그리고 모든

선, 혹은 ‘여호와의 낯’

은 퍼셉션을 가진 사람들이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방식은 다르지만 양심을 가진 사람

들 역시 같습니다. 이들 퍼셉션과

양심은 늘 자비롭게 작동하지만, 사

람의 상태에 따라 이 둘의 수용되는

정도는 달라집니다. Mercy, peace,

and every good, or the “faces of

J ehovah,” are the cause of the di

ctate with those who have percepti

on, and also, although in a differe

nt manner, with those who have c

onscience, and they always operat

e mercifully, but are received acc

ording to the state in which the

man is.

이 사람의 상태, 곧 태고교회 이 후

손의 상태는 일종의 자연적 선이었

습니다. 자연적 선 상태에 있는 사

람들은 자신들의 벌거벗음을 두려워

하며 스스로 숨습니다만 반면, 이

선조차 없는 사람들은 숨지도 않습

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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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그들은 일말의 수치도 못 느

끼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8장 12,

13절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말씀입

니다. (위 217번 글을 보시기 바랍

니다.) The state of this man, that

is, of this posterity of the most an

cient church, was one of natural g

ood; and they who are in natural

good are of such a character that

they hide themselves through fear

and shame because they are nake

d; while such as are destitute of

natural good do not hide themselv

es, because they are insusceptible

of shame; concerning whom, in Je

remiah 8:12–13. (See above, n. 21

7.)

12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

굴도 붉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질 자와 함

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할 때에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3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

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

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

라 하셨나니 (렘8:12-13)

‘동산 나무 사이에’가 그

안에 ‘나무’라 하는 퍼셉

션이 조금 있는 자연적 선을 말한다

는 것은 전에 천적 인간이 거주했던

곳이 ‘동산’임을 생각하면 분명합니

다. 그곳을 경작하는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모든 선과 진리를 가

리켜 ‘동산’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T

hat the “midst of the tree of the

garden” signifies natural good, in

which there is some perception w

hich is called a “tree,” is also evi

dent from the “garden” in which t

he celestial man dwelt; for everyt

hing good and true is called a “g

arden,” with a difference accordin

g to the man who cultivates it.

선은 그 가장 안쪽이 천적이지 않으

면 선이 아닙니다. 그곳으로부터이

거나 그곳을 통해서 퍼셉션은 주님

으로부터 비롯됩니다. Good is not

good unless its inmost is celestia

l, from which, or through which, fr

om the Lord, comes perception.

이 가장 안쪽을 가리켜 ‘사이’라 하

며, 말씀 어디에서나 같습니다. This

inmost is here called the “midst,”

as also elsewhere in the Word.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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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3:1-13

9, 10절, 9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이르되 내가 동산에

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

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Verses 9, 10, And J ehovah God

cried unto the man [ homo] , an

d said unto him, Where art tho

u? And he said, I heard thy vo

ice in the garden, and I was af

raid, because I was naked; and

I hid myself.

※ 9, 10절 속뜻

속뜻 대부분이 8절과 같아 생략

‘부르시며’, ‘동산에서

나는 소리’, ‘내가 벗었

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의

의미들은 앞에서 설명했습니다. The

meaning of “crying,” of the “voic

e in the garden,” of their “being

afraid because they were nake

d,” and of “hiding themselves” h

as been previously explained.

사람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너는

무엇을 하느냐 먼저 묻는 것은 말씀

에서 흔한 일입니다. 주님은 이미

다 아시면서 말이지요. 그러시는 이

유는, 그러면 그가 혹시 시인하고

자백할까 해서입니다. It is commo

n in the Word for man to be first

asked where he is and what he is

doing, although the Lord previousl

y knew all things; but the reason

for asking is that man may ackno

wledge and confess.

오늘날(1750년 즈음 유

럽), 퍼셉션, 내적 음성

및 양심의 기원을 좀 알 수 있었으

면 하는 데 반해 실제 알려진 건 거

의 없는 상황인지라 제가(Swedenbo

rg, 스베덴보리, 1688-1772) 이 주제

로 무슨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s it is desirable that t

he origin of perception, internal d

ictate, and conscience, should be

known, and as at the present day

it is altogether unknown, I may r

elate something on the subject.

정말 엄청난 사실은 인간은 영들과

천사들을 통해 주님의 통치 아래 있

다는 것입니다. It is a great truth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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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man is governed by the Lord

by means of spirits and angels.

악한 영들의 지배가 시작되면 천사

들은 악과 거짓들의 방향을 바꾸느

라 애를 쓰며, 이렇게 전투가 발생

합니다. When evil spirits begin to

rule, the angels labor to avert evi

ls and falsities, and hence arises a

combat.

이 전투에서 인간은 퍼셉션, 내적

음성 및 양심을 통해 점점 더 예리

해져 갑니다. It is this combat of

which the man is rendered sensibl

e by perception, dictate, and cons

cience.

이것과 또 시험을 통해 인간은 영들

과 천사들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

실을 아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육체의 일에 아주 깊이 잠겨

영들과 천사들에 관한 걸 전혀 믿지

않는 그런 사람만 아니라면 말입니

다. By these, and also by temptati

ons, a man might clearly see that

spirits and angels are with him, w

ere he not so deeply immersed in

corporeal things as to believe not

hing that is said about spirits and

angels.

그런 사람들은 심지어 이런 영적 전

투를 수백 번 느껴도 여전히 말하기

를, 그런 건 다 상상이며, 마음이 어

수선해서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입니

다. Such persons, even if they wer

e to feel these combats hundreds

of times, would still say that they

are imaginary, and the effect of a

disordered mind.

저는 허락하심을 받아 이런 영적 전

투를 수천수만 번 느낄 수도, 아주

생생하게 감지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은 거의 수년 동안이나 지속

되었지요. 뿐만 아니라 이런 전투를

일으키는 그들이 누구며 무슨 일을,

그리고 어디 출신인지, 그들이 올

때와 떠날 때 등도 마찬가지로 느끼

고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

금도 그들과 대화하고 있습니다. I

have been permitted to feel such

combats, and to have a vivid sens

e of them, thousands and thousand

s of times, and this almost consta

ntly for several years, as well as

to know who, what, and where the

y were that caused them, when th

ey came, and when they departed;

and I have conversed with them.

천사들에게는 말로 어떻

게 설명이 안 되는 정말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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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이 다른 정교한 퍼셉션이 있는

데요, 천사들은 이걸로 신앙의 진리

와 사랑의 선에 반대되는 어떤 것에

들어갈지 말지를 지각합니다. It is

impossible to describe the exquisi

te perception whereby the angels

discover whether anything gains a

dmission that is contrary to the tr

uth of faith and the good of love.

※ 천사들은 내적 존재여서 사람의

생각 안으로 들어올 수도, 나갈 수

도 있습니다. 그들의 출입 기준은

신앙의 진리와 사랑의 선이어서 이

에 부합하면 들어오고, 반대되면 들

어오지 않습니다. 우리와 달리 천사

들은 이 선과 진리에 대한 지각이

수천 배나 뛰어납니다.

※ 각 사람에겐 최소 두 명의 천사

와 악한 영들이 와 있습니다. 천사

들은 그 사람의 선과 진리의 기억

속으로, 악한 영들은 그 사람의 악

과 거짓의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천사 둘, 악령 둘인 이유는 사람이

의지와 이해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

사람의 의지에 해당하는 천적 천국

에서 한 명, 사람의 이해에 해당하

는 영적 천국에서 한 명이 오기 때

문이며, 악령도 마찬가지, 하나는 의

지에 해당하는 지옥, 하나는 거짓에

해당하는 지옥에서 오기 때문입니

다.

천사들은 들어가는 것의 질(質, qual

ity)과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해

그런 것에 관해서는 거의 아는 게

없는 인간이 혼자 하는 것 보다 수

천 배나 더 완벽하게 지각합니다. T

hey perceive the quality of what e

nters, and when it enters, a thous

and times more perfectly than the

man himself, who scarcely knows

anything about it.

※ ‘인간이 혼자 하는 것 보다’라는

표현은 천사나 악령은 인간의 선하

거나 악한 기억과 생각 속으로 들어

가 마치 그것이 처음부터 자기 것인

줄 알고 그걸 재료 삼아 사유 활동

을 하는데 인간은 그들의 활동 결과

떠오르는 생각들을 자기가 하는 줄

로 아는, 이런 배경을 알아야 이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생각

조차도 천사들은 더욱 풀로 지각합

니다. 인간이 그걸로 할 수 있는 가

장 그레이트한 것보다도 더 말이지

요. The least of thought in a man

is more fully perceived by the an

gels than the greatest is by himse

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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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얘기는 정말 믿어지지 않으시

겠지만 백 프로 사실입니다. This is

indeed incredible, yet is most tru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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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3:1-13

11-13절, 11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

었음을 네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2아담이 이르되 하

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

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

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여호

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Verses 11-13, A

nd he said, Who told thee that

thou wast naked? Hast thou eat

en of the tree whereof I comma

nded thee that thou shouldest n

ot eat? And the man said, The

woman whom thou gavest to be

with me, she gave me of the tr

ee, and I did eat. And J ehovah

God said unto the woman, Why

hast thou done this? And the w

oman said, The serpent beguile

d me, and I did eat.

※ 11-13절 속뜻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과 ‘여자’하

고는 말씀하시지만 ‘뱀’하고는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뱀’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으로

표현된 인간의 이성, 정확히는 천적

인간의 네 번째 후손들의 이성과

‘여자’로 표현된 인간의 자아, 마찬

가지로 천적 인간의 네 번째 후손들

의 자아는 자기들이 미혹되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이

들은 주님 신앙에 관한 것들을 자기

들이 직접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이미 자기 사랑의 사람들로 기울었

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이 의미하는

바는 앞서 설명되어온

내용으로 분명한데요, 즉, 인간의 합

리적, 이성적인 면이 자아, 본성으로

말미암아 속아 넘어가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

아는 자신에게 무척 소중해서, 이걸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데, 그는 자기

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거 말고

는 더이상 아무것도 안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The signification of th

ese words is evident from what ha

s been explained before, namely, t

hat the rational of man suffered it

self to be deceived by its own, be

cause this was dear to him (that i

s, by the love of self), so that he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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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ieved nothing but what he coul

d see and feel.

모두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은 뱀하고는 말씀하지 않으셨

다는 것, 실제로 뱀이라는 건 존재

하지도, ‘뱀’으로 상징된 감각적인

걸 특정하시지도 않으셨다는 것이

며, 대신 이 구절들에는 어떤 다른

의미가 들어 있는데 그것은 자신들

이 이들 감각으로 인해 속았음을 지

각했다는 것,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

자기 사랑의 결과, 그들은 주님과

주님 신앙에 관해 귀로 들어온 것들

의 사실 여부를 자기들이 믿기 전에

먼저 좀 확인할 수 있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Everyone can see that J

ehovah God did not speak to a se

rpent, and indeed that there was

no serpent, neither did he address

the sensuous part that is signified

by the “serpent”; but that these

words involve a different meaning,

namely, that they perceived thems

elves to be deluded by the sense

s, and yet, in consequence of self-

love, were desirous of ascertainin

g the truth of what they had hear

d concerning the Lord, and conce

rning faith in him, before they bel

ieved it.

이들 네 번째 후손의 지

배적인 악은 자기 사랑

이었으며, 동시에 세상 사랑은 오늘

날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생

활권이 그들 소유의 가정과 권속들

내였기 때문이며,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열망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Th

e ruling evil of this posterity was

the love of self, without their havi

ng at the same time so much of t

he love of the world as exists at t

he present day; for they dwelt wit

hin their own households and fami

lies, and had no desire to accumu

late wealth.

홍수 전 있었던 태고교

회의 악, 뿐만 아니라 홍

수 후인 고대교회의 악, 그리고 또

유대교회의 악, 계속해서 새 교회나

주님 오신 후 시작된 이방교회의

악, 그리고 오늘날 현 교회의 악까

지, 이 모든 악은 주님이나 주님의

말씀 대신 자신과 자신의 감각을 믿

은, 그리고 지금도 믿고 있는 것입

니다. The evil of the most ancient

church which existed before the flo

od, as well as that of the ancient

church after the flood, and also th

at of the Jewish church, and subse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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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ntly the evil of the new churc

h, or church of the Gentiles, after

the coming of the Lord, and also

that of the church of the present d

ay, was and is that they do not b

elieve the Lord or the Word, but

themselves and their own senses.

※ 이 모든 일이 ‘하나의 악’(A sin

gle evil)으로 일어났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은 신앙이 없으며,

신앙이 없는 곳에 이웃 사랑도 없

고, 결과적으로 모든 것이 거짓이요

악이 되었습니다. Hence there is n

o faith, and where there is no fait

h there is no love of the neighbo

r, consequently all is false and evi

l.

※ 즉 현 상황이 거짓과 악으로 인

도되는 상황(a situation that leads

to all falsity and evil)이라는 말입

니다.

오늘날은 그러나 이전

시대에 비해 훨씬 더 상

황이 악화되었습니다. 고대인에게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과학 지식

을 포함, 여러 학문 관련 지식들 때

문에 사람들이 이제는 감각마저 불

신하게 된 건데요, 이로 인해 형언

할 수 없는 어두움이 시작되었습니

다. At this day, however, it is mu

ch worse than in former times, be

cause men can now confirm the in

credulity of the senses by memory

-knowledges unknown to the ancie

nts, and this has given birth to an

indescribable degree of darkness.

※ 과학 혁명의 토대가 되어 중세와

근대를 이어주게 된 소위 르네상스

시대(대략 14세기에서 16세기 말)를

지나며 그동안 감각이 낳은 온갖 회

의론마저 돋보기와 현미경으로 들여

다보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 스베덴보리(1688-1772, 스웨덴)

는 이 주석을 1749년에 시작, 1756

년에 마쳤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이 어두움의 엄청난

실상을 알면 아마 기절할 만큼 놀라

들 자빠질 겁니다. If men knew ho

w great is the darkness from this

cause they would be astounded.

세상 학문과 지식을 가

지고 신앙의 신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고 하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겠다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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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만큼이나, 그리고 갈비뼈 하나

로 가슴과 심장의 극히 미세한 근육

들을 움직이겠다는 것만큼이나 불가

능한 일입니다. To explore the my

steries of faith by means of memo

ry-knowledges is as impossible as

it is for a camel to go through th

e eye of a needle, or for a rib to

govern the finest fibrils of the che

st and of the heart.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마19:24)

정말 거칠고 투박한 것, 네, 정말 거

칠고 투박하지요! 그것은 영적, 천적

인 것에 우리의 감각과 세상 학문,

과학 지식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So gross, yea, much more so, is t

hat which pertains to our senses a

nd memory-knowledge relatively t

o what is spiritual and celestial.

※ 주님의 허락으로 스베덴보리 57

세 때 시작, 죽을 때까지 27년간 계

속된 영계 체험을 통해서 영들과 천

사들, 그리고 주님의 그 영광의 지

혜와 비밀들에 대하여 알게 된 그로

서는 그에 비해 이 세상 지혜와 지

식, 학문적 성과라는 것들이 얼마나

초라하고 하등한 것인지가 아주 생

생하게 대비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연의 셀 수 없이 많은 비밀을 철

저히 조사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사

실은 거의 단 하나도 발견하기 어렵

고, 또 잘 알려진 대로, 조사하는 중

에 그만 오류에 빠지곤 합니다. He

who would investigate the hidden

things of nature, which are innum

erable, discovers scarcely one, an

d while investigating them falls in

to errors, as is well known.

영적, 천적 삶 가운데 숨겨진 진리

들을 조사하는 경우는 훨씬 더합니

다. 그런 삶에는 자연적으로는 볼

수도 없는 것 하나 안에도 얼마나

많은 무수한 신비들이 존재하는지

모릅니다! How much more likely i

s this to be the case while investi

gating the hidden truths of spiritu

al and celestial life, where myriad

s of mysteries exist for one that i

s invisible in nature!

[2] 한 가지 예를 들어 살펴보면은,

사람은 혼자서는 악을 행하고, 주님

으로부터는 등을 돌리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As an illu

stration take this single example:

of himself man cannot but do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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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evil, and turn away from the L

ord.

하지만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와 함께 있는 악한 영들이 그러는

것이며, Yet man does not do thes

e things, but the evil spirits who

are with him.

악한 영들 역시 그들 자신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동안 자신의 자

아로 만들어 온 악 자체가 그러는

것입니다. Nor do these evil spirit

s do them, but the evil itself whic

h they have made their own.

그럼에도 불구, 사람이 악을 행하여

주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

도 그는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삽

니다. Nevertheless man does evil

and turns himself away from the L

ord, and is in fault; and yet he li

ves only from the Lord.

또 한편으로, 사람은 혼자서는 선을

행할 수도, 주님을 향할 수도 없지

만, 천사들로 말미암아 합니다. So

on the other hand, of himself man

cannot possibly do what is good,

and turn to the Lord, but this is

done by the angels.

그런데 이 역시 천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 홀로 하시는 것

입니다. Nor can the angels do it,

but the Lord alone.

그러면서도 마치 사람이 제 힘으로

하는 것처럼 선도 행할 수 있고, 주

님을 향할 수도 있습니다. And yet

man is able as of himself to do w

hat is good, and to turn himself t

o the Lord.

이런 사실들은 우리가 가진 감각이

나 세상 학문과 지식, 철학 같은 걸

로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런 걸 가지고 누구더러 컨설팅을 좀

해달라 하면, 이 모든 게 사실임에

도 불구, 모조리 부정될 것입니다.

These facts can never be apprehe

nded by our senses, memory-kno

wledge, and philosophy, but if the

se are consulted will be denied in

spite of their truth.

모든 천적인 게 다 겪듯 말입니다.

And it is the same all through.

[3] 지금까지 들으신 내용으로 분명

한 사실은, 믿음의 일들을 감각적인

것들과 세상 학문과 지식을 통해 컨

설팅하는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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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의심과 부인, 곧 깊은 흑암에

빠지게 하며, 그 결과 결국엔 모든

탐욕 가운데 빠지게 한다는 것입니

다. From what has been said it is

evident that those who consult sen

suous things and memory-knowled

ges in matters of belief, plunge th

emselves not only into doubt, but

also into denial, that is, into thick

darkness, and consequently into al

l cupidities.

그 이유는 그들이 거짓된 것을 믿고

거짓된 것을 행하기 때문이며, For

as they believe what is false, they

also do what is false.

또 그들은 영적이고 천적인 것은 존

재하지 않으며, 대신 육체와 세상에

속한 것들만 존재한다고 믿기 때문

입니다. And as they believe that

what is spiritual and celestial has

no existence, so they believe that

there is nothing else but what is

of the body and the world.

이렇게 저들은 자아와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하며, 이런 식으로

거짓된 것에서 샘처럼 솟아나는 모

든 탐욕과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A

nd so they love all that belongs t

o self and the world, and in this

way do cupidities and evils spring

from what is fa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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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3:14-19

14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

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

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And

J ehovah God said unto the serp

ent, Because thou hast done thi

s, thou art cursed above every

beast, and above every wild ani

mal of the field; upon thy belly

shalt thou go, and dust shalt th

ou eat all the days of thy life . 1

5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

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And I will put enmity b

etween thee and the woman, an

d between thy seed and her se

ed; he shall trample upon thy h

ead, and thou shalt bruise his h

eel. 16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

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And unto the woman he said, I

will greatly multiply thy sorrow

and thy conception; in sorrow t

hou shalt bring forth sons, and

thine obedience shall be to thy

man [ vir] , and he shall rule ov

er thee. 17아담에게 이르시되 네

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

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

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

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And un

to the man he said, Because th

ou hast hearkened unto the voi

ce of thy wife, and hast eaten o

f the tree of which I commande

d thee, saying, Thou shalt not

eat of it; cursed is the ground

for thy sake; in great sorrow s

halt thou eat of it all the days

of thy life . 18땅이 네게 가시덤불

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And the thor

n and the thistle shall it bring

forth unto thee, and thou shalt

eat the herb of the field. 19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

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

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

니라 하시니라 In the sweat of th

y face shalt thou eat bread, till



창3:14-19, AC.234-241
‘창3:14-19 본문, 개요, 배경’

62/167

thou return unto the ground; fo

r out of it wast thou taken; for

dust thou art, and unto dust sh

alt thou return.

개요

홍수로 이어지는 교회의

후속 상태가 여기 기술

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교회는 자

신을 철저히 파괴했기 때문에, 주님

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예언이 주어집니다. The s

ubsequent state of the church dow

n to the flood is here described;

and as at that time the church utt

erly destroyed itself, it is foretold

that the Lord would come into the

world and save the human race.

감각으로 이해할 수 없

는 거 믿는 걸 꺼림으로

써 감각은, 이게 ‘뱀’인데, 자신을 저

주했고, 끔찍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14절) Being unwilling to believe

anything that could not be appreh

ended by the senses, the sensuous

part which is the “serpent” curse

d itself, and became infernal. (ver

se 14)

이런 이유로 온 인류가

지옥을 향해 달려 들어

가는 걸 막기 위해 주님은 세상에

오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15절) T

herefore to prevent all mankind fr

om rushing into hell, the Lord pr

omised that he would come into t

he world. (verse 15)

교회가 ‘여자’라는 표현

으로 더 깊이 설명되고

있는데요, 이 교회는 자아 혹은 본

성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더 이상

진리를 파악할 수 없을 지경이 되었

습니다. 비록 ‘통제할’ 수 있도록 이

성(理性, 合理, a rational)이 그들에

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

다. (16절) The church is further d

escribed by the “woman,” which s

o loved self or the own as to be

no longer capable of apprehending

truth, although a rational was give

n them that should “rule”. (verse

16)

다음은 합리적 능력의

어떠함에 관한 설명입니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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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 보면, 이 합리적 능력은 자

아, 본성에 동의, 저주를 자초하더니

결국 끔찍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

니다. 더 이상 건강한 이성이라고는

할 수 없고 대신 삐딱선을 타는, 이

성 흉내만 내는 게 된 것입니다. (1

7절) The quality of the rational is

then described, in that it consente

d, and thus cursed itself, and beca

me infernal, so that reason no lon

ger remained, but ratiocination. (v

erse 17)

저주와 황폐함,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돌게 된 그

들의 본성에 관한 설명입니다. (18

절) The curse and vastation are d

escribed, and also their ferine nat

ure. (verse 18)

다음은 신앙과 사랑의

모든 것을 그들이 아주

극도로 싫어하고 혐오하는 그런 사

람이 됨으로써 그들은 더 이상 사람

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19절) Next,

their aversion to everything of fait

h and love; and that thus from bei

ng man they became not men. (ve

rse 19)

배경

태고인들은 천적(天的, c

elestial)이어서 땅 위 온

세상 만물을 육안으로 보면서도 속

으로는 그 사물이 가리키는 천국 신

성한 것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었습니다. The most ancient peopl

e, being celestial men, were so co

nstituted that every object they be

held in the world or upon the face

of the earth, they indeed saw, but

they thought about the heavenly a

nd D ivine things the objects signif

ied or represented.

※ 즉 상응(相應, correspondence)

능력으로 살던 사람들이었다는 말입

니다.

※ 이렇게 상응의 사람들이 되면 일

단 세상에서 추구하던 일체의 세속

적인 것들에서 한발 물러나게 됩니

다. 즉, 무슨 세상 지위를 탐하거나,

무슨 세상 것을 누리려 하거나 소유

하려 하는 일체의 노력들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것들의

쓰임새에만 집중합니다. 주님이 세

상에서 나의 지위를 높이셔도, 또

무슨 누림이나 소유를 많게 하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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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그 쓰임새만 생각합니다. ‘왜

나를 이 자리에 오르게 하셨을까

?’,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게 하

실까?’, ‘왜 내게 이런 재산과 명예

를 허락하실까?’ 등 말이죠. 천사들

이 이렇거든요! ^^

그들의 시각(sight)은 그저 창문 역

할, 안경 역할이었을 뿐, 그들이 실

제 뭘 봤는지를 알 수 있는 건 그들

의 말(speech)이었습니다. Their sig

ht was merely an instrumental ag

ency, and so consequently was the

ir speech.

누구나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런 걸

알 수 있는데요, 만일 누가 어떤 사

람이 하는 말에 깊이 동의가 되면,

그는 실제로 그 말을 듣고 있으면서

도 마치 말 자체보다는 말에 담긴

의미만 건지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

다. 그리고 좀 더 깊이 생각하는 사

람은 심지어 그 말의 의미보다 더

보편적인 의미에 주의를 기울이기

때문입니다. Anyone may know ho

w this was from his own experien

ce, for if he attends closely to the

meaning of a speaker’s words, he

does indeed hear the words, but i

s as if he did not hear them, taki

ng in only the sense; and one wh

o thinks more deeply does not att

end even to the sense of the word

s, but to a more universal sense.

그러나 지금 이 후손들은 그들의 선

조들하고는 달랐습니다. 이들 역시

땅 위 온 세상 만물을 육안으로 보

았지만 선조들과 달리 이들은 마치

사랑하듯 보았고, 마음과 생각이 거

기에 사로잡혔으며, 천국 신성한 것

조차 자기들이 지금 육안으로 보고

있는 걸 가지고 생각했습니다. But

the posterities that are here treat

ed of were not like their fathers, f

or when they beheld the objects i

n the world and on the face of the

earth, as they loved them, their m

inds cleaved to them, and they th

ought about them, and from them

about things heavenly and D ivine.

※ 즉 천국에 대한 걸 세상 것을 가

지고 유추하는 것이지요. 가령, ‘우

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

사장이라 했으니 천국 가면 아랫

사람들을 많이 두고 마음껏 누리

는 삶을 살겠네 ^^’, ‘천국은 날마

다 잔치하는 곳이라 했으니 날마

다 큰 연회 베풀어 가장 기름진

음식들을 배불리 먹을 수 있겠네

^^’, ‘천국 길은 황금길이요, 집은

보석 집이라 했으니 황금을 비롯,

각종 보석 등 나는 큰 부자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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겠네 ^^’ 등 천국을 무슨 세속의 확

장 정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들에게는 감각적인

것이 원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들의 선조들에게는 한낱 도구였던

것들이 말입니다. Thus with them

what is sensuous began to be the

principal, and not as with their fat

hers the instrumental.

이처럼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이 원리가 되면,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걸 이걸로 유추하며, 그런 식

으로 눈이 머는 것입니다. And whe

n that which is of the world and o

f the earth becomes the principal,

then men reason from this about t

he things of heaven, and so blind

themselves.

※ 모델하우스나 견본, 미니어처 같

은 거에 그만 마음을 뺏긴 나머지

실물과 실제, 생생한 생명체에 대해

서는 거의 장님이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와 같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하는 것 역시

각자의 경험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있

으면서 정작 그 말의 의미에는 관심

이 없는 사람은, 그 말에서 건지는

게 거의 없고, 더 나아가 보편적인

의미는 더 말할 것도 없으며, 때로

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말을 단어

하나 가지고, 심지어 어떤 문법적

특이점을 가지고 일일이 판단, 거의

시비를 걸기 때문입니다. How this

is may also be known by anyone f

rom his own experience; for he w

ho attends to the words of a spea

ker, and not to the sense of the w

ords, takes in but little of the sen

se, and still less of the universal i

mport of the sense, and sometime

s judges of all that a man says fr

om a single word, or even from a

grammatical peculiarity.

※ 이 역시 스베덴보리의 경험에서

나오는 멘트인 것 같습니다. 그가

주님의 허락을 받아 처음 세상에 이

런 천국 아케이나를 전하기 시작했

을 때, 공공장소에서 그는 이런 심

한 모욕을 자주 당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미리 읽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공연히는 삼가고

대신 사적 SNS로 신중하게 나누기

는 하지만 여전히 느껴지는 바로는

‘저런... 참 괜찮은 목사님이 어쩌다

저런 듣도 보도 못한 이단에 빠지셨

을까... 쯪쯧’ 하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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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3:14-19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

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

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

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Verse 14, And J ehovah God sai

d unto the serpent, Because th

ou hast done this, thou art curs

ed above every beast, and abov

e every wild animal of the fiel

d; upon thy belly shalt thou go,

and dust shalt thou eat all the

days of thy life .

※ 14절 속뜻

이들 후손은 자신들의 이런 영적 넘

어짐의 원인이 바로 자신들에게 있

음을, 자신들의 감각 영역을 주님

주신 다른 모든 영역과 애정들보다

더 사랑한 결과임을 지각하였으며,

이로 인해 이제 앞으로 이들 감각

영역은 더 이상 천적인 것을 못 보

고 대신 육체와 세상에 속한 것으로

만 살아가는 역기능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

게 이르시되’는 그들이

(자기들의 넘어짐의) 원인은 바로

자기들의 감각 영역이었음을 지각했

다는 의미입니다. By “J ehovah Go

d said unto the serpent” is sign

ified that they perceived their sen

suous part to be the cause [of the

ir fall] .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

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는 그들의

감각 영역이 스스로를 천적(天的, h

eavenly)인 것을 거슬러 육체의 일

로 돌아서게 했고, 결국 저주를 자

초하게 했음을 말합니다. 여기 ‘가

축’과 ‘들의 짐승’은 앞에서처럼 어

펙션(affections, 애정)을 말합니다.

“The serpent cursed above eve

ry beast and above every wild

animal of the field” signifies that

their sensuous part averted itself f

rom that which is heavenly, and t

urned itself to that which is of the

body, and thus cursed itself; the

“beast,” and the “wild animal of

the field” here signify affections,

as before.

‘배로 다니고’는 이제 더 이상 감각

영역은 천국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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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신 육체와 세상에 속한 것만

내려다보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The

“serpent going upon its belly”

signifies that their sensuous part

could no longer look upward to th

e things of heaven, but only down

ward, to those of the body and th

e earth.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는 이제 감각 영역은 육체와 세상에

속한 걸로만 살아가야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처럼 비참한 처지

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Its “eating

dust all the days of its life” sig

nifies that their sensuous part bec

ame such that it could not live fro

m anything but that which is of th

e body and the earth, that is to s

ay, it became infernal.

천적이었던 태고인들에

게 있어서는 몸에 속한

감각적인 것들은 그들의 속 사람에

게 순응하고 순종하는 그런 것들이

었고, 심지어 그들은 그런 것들에는

주의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In th

e most ancient celestial men the s

ensuous things of the body were o

f such a character as to be compli

ant and subservient to their intern

al man, and beyond this they did

not care for them.

※ 원래 이런 게 주님의 질서고, 몸,

감각 등 겉의 것들의 순기능이지요.

그러나 그들이 스스로를 사랑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감각에 속한 것들을

속 사람보다 우선했고, 그 결과 그

것들은 분리가 되더니 육체가 되었

으며, 그렇게 해서 저주 아래 놓이

게 된 것입니다. But after they had

begun to love themselves, they se

t the things of sense before the in

ternal man, and therefore those th

ings were separated, became corp

oreal, and so were condemned.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

게 이르시되’는 앞서 밝

힌 대로, 자신들의 넘어짐의 원인이

바로 자신들의 감각 영역에 있음을

그들이 지각했다는 의미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더 설명할 게 없지 싶

습니다. Having before shown that

by “J ehovah God speaking to th

e serpent” is signified their perc

eiving the sensuous part to be the

cause of their fall, no more need

be said in regard to these w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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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

주를 받아’는 그들의 감각 영역이

스스로를 천적인 것을 거슬러 육체

의 일로 돌아서게 했고, 결국 저주

를 자초하게 했다는 의미임은 말씀

의 속뜻을 보면 명료해질지도 모르

겠습니다. That “he said to the se

rpent, thou art cursed above ev

ery beast, and above every wil

d animal of the field” signifies t

hat the sensuous part averted itse

lf from that which is heavenly, tur

ned itself to that which is of the b

ody, and thus cursed itself, may b

e clearly shown from the internal

sense of the Word.

여호와 하나님 또는 주님은 결코 누

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Je

hovah God or the Lord never curs

es anyone.

그는 절대로 누구에게 화를 내시거

나, 절대로 누구를 시험하시거나, 절

대로 누구를 벌하시거나, 절대로 절

대로 누구를 저주하시는 분이 아닙

니다. He is never angry with any

one, never leads anyone into temp

tation, never punishes anyone, and

still less does he curse anyone.

이 모든 것은 지옥의 무리들로 말미

암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코

무슨 자비나 평화, 선한 의도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All t

his is done by the infernal crew, f

or such things can never proceed

from the fountain of mercy, peace,

and goodness.

이 말씀을 비롯 성경의 여러 다른

데들에서 위와 같은 표현들, 곧 여

호와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고, 화

를 내시며, 벌하시고, 시험하신다,

뿐만 아니라 죽이시고, 심지어 저주

하신다 하는 표현들이 있는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온 우주 안 모

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정

하시는, 심지어 악 자체는 물론, 형

벌, 시험들까지도 모두 다 다스리시

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이 이

런 가장 일반적인 걸 받아들여, 주

님이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

고 역사하시는지, 형벌이나 시험 같

은 악을 돌이켜 선이 되게 하시는지

를 보고 배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입니다. The reason of its being sa

id, both here and in other parts of

the Word, that Jehovah God not o

nly turns away his face, is angry,

punishes, and tempts, but also kill

245



창3:14, AC.242-249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69/167

s and even curses, is that men m

ay believe that the Lord governs

and disposes all and every thing i

n the universe, even evil itself, pu

nishments, and temptations; and w

hen they have received this most

general idea, may afterwards lear

n how he governs and disposes al

l things by turning the evil of pun

ishment and of temptation into go

od.

말씀을 가르칠 때와 배울 때, 이런

가장 보편적인 진리들이 반드시 가

장 먼저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런 이유로, 문자의 뜻, 말씀의 겉뜻

에 이런 것들, 이런 표현들이 가득

한 것입니다. In teaching and learn

ing the Word, the most general tr

uths must come first; and therefor

e the literal sense is full of such t

hings.

‘가축과 들의 짐승’이 어

펙션을 말한다는 건 앞

서 그걸 다룬 글들인 45, 46번 글들

과, 거기 주님의 허락으로 추가된

시편의 다음 구절을 보면 분명합니

다. That the “beast and the wild

animal of the field” signify affecti

ons is evident from what was pre

viously said concerning them (n. 4

5–46), to which it is permitted to

add the following passage from D

avid:

9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10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

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

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

하셨나이다 (시68:9-10) Thou, O

God, dost send the rain of thy

kindnesses; thou confirmest thy

laboring inheritance; thy wild a

nimal shall dwell therein, (Ps. 6

8:9–10)

여기서도 ‘주의 회중’(wild animal)

은 선한 애정을 가리킵니다. ‘그 가

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고 있

기 때문입니다. where also “wild a

nimal” denotes the affection of go

od, because it is said that it shall

“dwell in the inheritance of Go

d.”

창세기 1장 24, 25절에서는 ‘가축과

땅(the earth)의 짐승’이라 하신 반

면, 여기와 또 창세기 2장 19, 20절

에서는 ‘가축과 들(the field)의 짐

승’으로 언급하시는 이유는, 이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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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은 교회 혹은 거듭난 사람을 다루

고 있는 반면, 창세기 1장은 아직은

교회가 아닌, 혹은 이제 막 거듭남

의 과정을 시작하려는 사람을 다루

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들’(the fiel

d)이라는 말은 교회, 혹은 거듭남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The reason wh

y here, and also in chapter 2:19–

20, the “beast and the wild anim

al of the field” are mentioned, w

hile in chapter 1:24–25, the “beas

t and the wild animal of the ea

rth” are named, is that the prese

nt passage treats of the church or

regenerated man, whereas the firs

t chapter related to what was as y

et not a church, or to man about

to become regenerate; for the wor

d “fie ld” is applied to the church,

or to the regenerate.

19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

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

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20아

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

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창

2:19-20)

24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

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

시니 그대로 되니라 25하나님이 땅

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

기에 좋았더라 (창1:24-25)

‘배로 다니고’가 이제 더

이상 감각 영역은 천국

에 속한 것들을 바라보는 대신 육체

와 세상에 속한 것만 내려다보게 되

었다는 말임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분명한데요, 고대에는 ‘배’(the belly)

의 상징이 그런 것이었다는 것, 그

건 배가 땅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었

고, ‘가슴’하면 땅 위, ‘머리’하면 가

장 높은 곳을 각각 가리켰다는 사실

입니다. That the “serpent going

on his belly” denotes that their s

ensuous part could no longer look

upward to the things of heaven, b

ut only downward to those of the

body and the earth, is evident fro

m the fact that in ancient times b

y the “belly” such things are sign

ified as are nearest to the earth;

by the “chest” such as are above

the earth; and by the “head,” w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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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is highest.

여기서 언급 중인 것은, 감각 영역

은 그 자체로 사람의 본성 중 가장

낮은 영역으로서, ‘배로 다녔다’ 하

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것을 향해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It is here sa

id that the sensuous part, which i

n itself is the lowest part of man’s

nature, “went upon its belly,” be

cause it turned to what is earthly.

그 배가 땅에 착 달라붙음, 그 얼굴

에 진토가 날라와 덕지덕지 묻음 등

이런 유사한 상징이 유대교회에도

있었는데요, The depression of the

belly even to the earth, and the s

prinkling of dust on the head, had

a similar signification in the Jewis

h church.

그래서 우리는 다음과 같음 표현을

시편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Thus

we read in David:

24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

까 25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

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2

6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

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

하소서 (시44:24-26) Wherefore hi

dest thou thy faces, and forgett

est our misery and our oppress

ion? For our soul is bowed do

wn to the dust, and our belly c

leaveth to the earth. Arise, a h

elp for us, and redeem us for t

hy mercy’s sake, (Ps. 44:24–26)

여기서도 보면 분명히 사람이 여호

와의 얼굴을 외면하여 등 돌리는 것

을 가리켜, ‘그의 배가 땅 먼지에

착 달라붙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w

here also it is evident that when

man averts himself from the face

of Jehovah, he “cleaves by his b

elly to the dust and to the eart

h.”

요나서에도 보면 큰 물고기의 ‘배’,

요나가 그리로 던져졌지요. 마찬가

지로 땅에 속한 낮은 영역들, 세속

의 일들을 상징합니다. 아래 그의

예언을 보시면 분명합니다. In Jona

h likewise, by the “belly” of the

great fish, into which he was cas

t, are signified the lower parts of

the earth, as is evident from his p

rophecy: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

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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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

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욘2:

2) Out of the belly of hell cried

I , and thou heardest my voice,

(Jonah 2:2)

여기 ‘스올’(hell)은 낮은 땅, 곧 지

옥을 가리킵니다. where “hell” den

otes the lower earth.

그래서 만일 사람이 하

늘에 속한 일들을 생각

하면 그를 가리켜 ‘똑바로 서서 걷

다’, ‘위를 보다’, ‘앞으로 나아가다’

라고 합니다. 다 같은 의미이지요.

반대로 그가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일들을 생각하면 그때는 ‘엎드려 배

로 다니다’, ‘아래를 보다’, ‘뒤로 물

러가다’라고 합니다. And therefore

when man had regard to heavenly

things, he was said to “walk erec

t,” and to “look upward,” or “for

ward,” which means the same; bu

t when he had regard to corporea

l and earthly things, he was said t

o be “bowed to the earth,” and t

o “look downward” or “backwar

d.”

레위기입니다. As in Leviticus: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

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

니라 (레26:13) I am J ehovah you

r God, who brought you forth o

ut of the land of Egypt, that ye

should not be their bondmen; a

nd I have broken the bonds of

your yoke, and made you to go

erect. (Lev. 26:13)

미가서에도 In M icah: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

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

라 하셨느니라 (미2:3) Ye shall n

ot thence remove your necks, n

either shall ye go erect. (M icah

2:3)

예레미야서에도 In Jeremiah:

8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소

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

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

었음을 보고 업신여김이여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13높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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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

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음이여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

폐하게 하셨도다 (애1:8, 13) J erus

alem hath sinned a sin, therefor

e they despise her, because the

y have seen her nakedness; ye

a, she groaned and hath turned

backward. F rom on high hath h

e sent fire into my bones, and

hath made me to return backwa

rd; he hath made me desolate.

(Lam. 1:8, 13)

그리고 이사야서에서도 And in Isai

ah:

24네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

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

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 자 없

이 땅을 펼쳤고 25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

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

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

게 하며 (사44:24-25) J ehovah thy

redeemer, that turneth wise me

n backward, and maketh foolish

their knowledge. (Isa. 44:24–25)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가 이제 감

각 영역은 육체와 세상에 속한 걸로

만 살아가야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지옥처럼 비참한 처지가 되었다는

말임은 말씀에 나오는 ‘흙’(dust)의

상징을 보면 또한 분명합니다. 미가

서입니다. That to “eat dust all th

e days of its life” signifies that t

heir sensuous part became such t

hat it could not live from anything

except that which is of the body a

nd the earth, that is to say, that i

t became infernal, is evident also

from the signification of “dust” in

the Word; as in M icah:

14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

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 떼를 먹

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16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

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17그

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

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

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미7:14,

16-17) Feed thy people as in th

e days of eternity. The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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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l see and shall blush at all

their might; they shall lick the

dust like a serpent, they shall

be shaken out of their holds lik

e creeping things [ serpentes]

of the earth. (M icah 7:14, 16–1

7)

‘옛날같이’는 태고교회를 의미합니

다. ‘여러 나라’는 자기 본성(own),

자아를 의뢰하는 자들로,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로 묘사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The “days of

eternity” mean the most ancient

church; the “nations,” those who t

rust in their own, of whom it is p

redicated that “they shall lick th

e dust like a serpent.”

시편에도 In David:

광야에 사는 자는 그 앞에 굽히며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핥을 것이

며 (시72:9) Barbarians shall bow

themselves before God, and his

enemies shall lick the dust. (Ps.

72:9)

‘광야에 사는 자’와 ‘원수들’은 오직

땅과 세상에 속한 것만 생각하는 사

람들입니다. “Barbarians” and “en

emies” are those who regard only

earthly and worldly things.

이사야입니다. In Isaiah: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

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

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

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

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사65:25) Dust shall

be the serpent’s bread. (Isa. 65:

25)

‘흙’(dust, 아래 마10:14에서는 먼지

로 번역)이 영적 천적인 하늘의 일

대신 오로지 육의 일, 땅의 일만 생

각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

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

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마10:14)

하신 것입니다. As “dust” signifies

those who do not regard spiritual

and celestial things, but only what

is corporeal and earthly, therefore

the Lord enjoined his disciples th

at if the city or house into which

they entered was not worthy, they

should “shake off the dust of the



창3:14, AC.242-249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75/167

ir feet” (Matt. 10:14).

(‘먼지’가 선고를 내림, 지옥을 맛봄

을 상징한다는 것은 19절에서 더 깊

이 볼 것입니다.) (That “dust” sig

nifies what is condemned and infe

rnal, will be further shown at vers

e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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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3:14-19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

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

이니라 하시고 Verse 15,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thee a

nd the woman, and between thy

seed and her seed; he shall tra

mple upon thy head, and thou s

halt bruise his heel.

※ 15절 속뜻

선악과를 범한 결과, 이제 뱀과 여

자, 곧 사람을 주님에게서 돌아서게

하는 모든 악 및 자아 사랑과 교회

가 서로 대적하며, 교회 내 모든 부

정(不貞)과 주님 사랑이 서로 대적

하게 되었는데 그 결과, 모든 것을

지배하려는 악한 시도는 주님 사랑

에 의해 철저히 무산되어 짓밟힐 것

이요, 뱀으로 상징된 모든 악한 시

도는 사람의 모든 외적, 자연적인

것들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의 것

들, 가장 겉의 것들밖에는 상해를

입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 구절을

주님의 강림(降臨)에 관

한 첫 번째 예언으로 알고 있습니

다. 실제로 이 워딩을 보면 분명 그

런 것처럼 보이며, 그래서 이 워딩

과, 또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저 유

대인들조차 어떤 메시아가 한 분 오

시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Ever

yone is aware that this is the first

prophecy of the Lord’s advent into

the world; it appears indeed clear

ly from the words themselves, and

therefore from them and from the

prophets even the Jews knew that

a messiah was to come.

그러나 지금까지 ‘뱀’, ‘여자’,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 ‘네 머리를 상

하게 할 것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가 특별히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

도 없었습니다. H itherto however n

o one has understood what is spe

cifically meant by the “serpent,” t

he “woman,” the “serpent’s see

d ,” the “woman’s seed ,” the “hea

d of the serpent which was to b

e trodden upon,” and the “heel

which the serpent should bruis

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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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이들이 설명되어야만 합니

다. They must therefore be explai

ned.

여기서 ‘뱀’은 일반적으로 모든 악

을, 특별히는 자아 사랑을 의미합니

다. ‘여자’는 교회를, ‘뱀의 후손’은

모든 부정(不貞, infidelity)을, ‘여자

의 후손’은 주님 신앙을, ‘그’는 주

님 자신을, ‘뱀의 머리’는 일반적으

로는 악의 지배를, 특별히는 자아

사랑의 지배를, ‘상하게 하다’(tramp

le upon)는 암울함(depression), 곧

‘배로 다니고 흙을 먹을지니라’를,

‘발꿈치’는 자연적(肉的, the corpor

eal)으로 가장 낮은 것, 뱀이 ‘상하

게’(bruise)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By the “serpent” is here meant a

ll evil in general, and specifically

the love of self; by the “woman” i

s meant the church; by the “seed

of the serpent,” all infidelity; by

the “seed of the woman,” faith in

the Lord; by “he ,” the Lord hims

elf; by the “head of the serpent,”

the dominion of evil in general, a

nd specifically that of the love of s

elf; by to “trample upon,” depres

sion, so that it should “go upon t

he belly and eat dust”; and by t

he “heel,” the lowest natural (as t

he corporeal), which the serpent s

hould “bruise .”

‘뱀’을 가리켜 일반적으

로 모든 악을, 특별히는

자아 사랑을 의미한다 하는 이유는,

모든 악은 마음속 감각 영역에서,

그리고 처음부터 ‘뱀’으로 상징된 기

억-지식, 즉 오히려 주님으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지식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뱀은 모

든 종류의 악, 특히 자아 사랑, 또는

같은 건데, 이웃과 주님을 향한 증

오를 가리킵니다. The reason why

the “serpent” means all evil in g

eneral, and specifically the love of

self, is that all evil has had its ris

e from that sensuous part of the

mind and also from that memory-

knowledge which at first were sig

nified by the “serpent”; and there

fore it here denotes evil of every

kind, and specifically the love of s

elf, or hatred against the neighbor

and the Lord, which is the same t

hing.

이 악이나 증오는 다양하며, 수많은

속(屬, genera)과 더욱 수많은 종

(種, species)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말씀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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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뱀’

(snakes, 마23:33), ‘독사’(cockatric

es, 렘8:17), ‘독사’(asps, 신32:33),

‘독사’(adders, 시140:3), ‘불뱀’(fier

y serpents, 민21:6), ‘독사’(vipers,

마23:33)로, 그리고 기타 ‘날으는

뱀’, ‘기는 뱀’ 등인데요, 독, 곧 증

오의 차이에 따른 것입니다. As thi

s evil or hatred was various, cons

isting of numerous genera and sti

ll more numerous species, it is d

escribed in the Word by various

kinds of serpents, as “snakes,” “c

ockatrices,” “asps,” “adders,” “fi

ery serpents,” “serpents that fl

y” and “that creep ,” and “viper

s,” according to the differences of

the poison, which is hatred.

그래서 이사야에 보면은 Thus we r

ead in Isaiah: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

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겠고

그의 열매는 날아다니는 불뱀이

되리라 (사14:29) Re joice not tho

u, whole P hilistia, because the

rod which smiteth thee is broke

n, for out of the serpent’s root

shall go forth a cockatrice, and

his fruit shall be a flying fire s

erpent. (Isa. 14:29)

‘뱀의 뿌리’는 감각 및 기억-지식하

고 연결된, 오히려 주님을 향해 등

을 돌리게 하는 지식과 연결된 마음

의 영역이나 원리를, ‘독사’는 거짓

의 유래가 된 악을, ‘날아다니는 불

뱀’은 자아 사랑에서 나오는 탐욕을

각각 가리킵니다. The “serpent’s r

oot” denotes that part of the min

d, or that principle, which is conn

ected with the senses and with m

emory-knowledge; the “cockatric

e” denotes evil originating in the

falsity thence derived; and the “fl

ying fire serpent,” the cupidity t

hat comes from the love of self.

유사한 내용이 같은 선지서 또 다른

곳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됩니다. By

the same prophet also similar thin

gs are elsewhere thus described: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

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

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

가 나올 것이니라 (사59:5) They h

atch cockatrice ’s eggs, and wea

ve the spider ’s web; he that ea

teth of their eggs dieth, and w

hen it is crushed there cometh

out a viper. (Isa. 59:5)



창3:15, AC.250-260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79/167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뱀을 계시록

에서는 ‘큰 붉은 용’, ‘옛 뱀’, ‘마귀,

사탄’, ‘온 천하를 꾀는 자’(12:3, 9;

20:2)라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구

절들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기 나

오는 ‘마귀’는 그 무슨 우두머리 노

릇을 하는 특별한 마귀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악한 영들의 무리 전체를,

그리고 악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

니다. The serpent described here

in Genesis is called in the Revela

tion the “great and red dragon,”

and the “old serpent,” and also t

he “devil and satan,” that “decei

ves the whole world” (12:3, 9; 2

0:2), where, and also in other plac

es, by the “devil” is not meant a

ny particular devil who is prince

over the others, but the whole cre

w of evil spirits, and evil itself.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

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

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계12:3)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

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

께 내쫓기니라 (계12:9)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 년 동안 결박

하여 (계20:2)

‘여자’가 교회를 의미한

다는 것은 위 천국 결혼

을 다룬 155번 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That by the “woman”

is meant the church, is evident fro

m what was said above (n. 155) c

oncerning the heavenly marriage.

천국이, 결과적으로는 교회가 주님

과 본성(own)에 있어 하나가 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천국 결혼의 본

질인데요, 이때 천국과 교회, 주님도

각자 자기 본성 안에 있는 만큼 하

나가 되는 그런 하나 됨입니다. 본

성 없이는 하나 됨도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Such is the nature of

the heavenly marriage, that heave

n, and consequently the church, is

united to the Lord by its own, ins

omuch that these are in their ow

n, for without their own there can

be no union.

주님이 자비로(in mercy) 이노센스

와 평화, 그리고 선을 이 본성 안으

로 스며들게 하실 때, 이 본성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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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아이덴티티를 여전히 유지하면

서도, 가장 천국적이며 행복한 상태

가 됩니다. (164번 글에서 볼 수 있

는 것처럼 말입니다.) When the Lo

rd in mercy instills innocence, pe

ace, and good into this own, it sti

ll retains its identity, but becomes

heavenly and most happy (as may

be seen at n. 164).

주님으로 말미암은 천국적이고 천사

적인 본성의 퀄리티와, 자아(self) 때

문에 지옥적이고 악마적으로 변해버

린 본성의 퀄러티는 설명할 수가 없

습니다. The quality of a heavenly

and angelic own from the Lord, a

nd the quality of an own, which, b

ecause from self, is infernal and d

iabolical, cannot be told.

그 차이는 천국과 지옥 같은 차이입

니다. The difference is like that b

etween heaven and hell.

교회를 일컬어 ‘여자’,

‘아내’, ‘신부’, ‘처녀’ 및

‘딸’이라 하는 것은 교회가 가지는

일종의 천국적, 천사적 본성에 의한

것입니다. It is by virtue of a heav

enly and angelic own that the chu

rch is called a “woman,” and also

a “wife ,” a “bride ,” a “virgin,” a

nd a “daughter .”

계시록에서는 교회를 가리켜 ‘여자’

라 하는데요, She is called a “wom

an” in Revelation:

1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아래

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열두

별의 관을 썼더라 4그 꼬리가 하늘

의 별 삼 분의 일을 끌어다가 땅

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

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

를 삼키고자 하더니 5여자가 아들

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

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

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

더라 13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

해하는지라 (계12:1, 4-5, 13) A wo

man clothed with the sun, and t

he moon under her feet, and up

on her head a crown of twelve

stars. And the dragon persecut

ed the woman who brought fort

h the man child. (Rev. 12:1, 4–

5, 13)

이 구절에서 ‘여자’는 교회를, ‘해’는

사랑을, ‘달’은 신앙을, ‘별들’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진리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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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는데, 이 모두가 악한 영들이

아주 극도로 증오하며 박해하는 것

들입니다. In this passage by a “w

oman” is meant the church; by th

e “sun,” love; by the “moon,” fait

h; by “stars,” as before, the truth

s of faith, all of which evil spirits

hate, and persecute to the utmost.

이사야에서도 교회를 일컬어 ‘여자’

라고도 하고, ‘아내’라고도 합니다.

The church is called a “woman,”

and also a “wife ,” in Isaiah:

5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

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

이시며 네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

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6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

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

실 것임이라 네 하나님께서 말씀

하셨느니라 (사54:5-6) Thy maker

is thy husband, J ehovah of armi

es is his name, and thy redeem

er the holy one of I srael, the G

od of the whole earth is he call

ed; for as a woman forsaken an

d afflicted in spirit hath J ehova

h called thee, and as a wife of

youth [ adolescentiarum] , (Isa. 5

4:5–6)

‘지으신 이’를 또한 ‘남편’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 본성과 하

나 되었기 때문입니다. ‘버림받은

여자’, ‘어린 아내’는 특별히 고대교

회와 태고교회를 상징합니다. where

the “maker” is called also the “h

usband ,” because united to the o

wn; and a “woman forsaken” and

a “wife of youth” signify specifica

lly the ancient and most ancient c

hurches.

마찬가지로 말라기에서도 Likewise

in Malachi: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

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말

2:14) J ehovah hath borne witnes

s between thee and the wife of

thy youth. (Mal. 2:14)

계시록에서도 이 여자를 ‘아내’라고

도 하고, ‘신부’라고도 합니다. She i

s called a “wife” and a “bride” in

the Reve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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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

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9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아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

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네게 보이리라 하고 (계21:

2, 9) I saw the holy city new J e

rusalem coming down from God

out of heaven, prepared as a br

ide adorned for her husband: c

ome hither, I will show thee th

e bride, the lamb’s wife. (Rev. 2

1:2, 9)

여러 선지서들에서는 교회를 ‘처녀’

로도, ‘딸’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Th

e church is called a “virgin” and

a “daughter” throughout the prop

hets.

‘네 후손’(the seed of th

e serpent)이 모든 부정

(不貞, infidelity)을 의미한다는 것

은, ‘뱀’의 상징이 모든 악이라는 점

과, ‘씨’라는 것이 생산 관련, 또는

출산과 관련되는 것이라는 점, 그리

고 여기서는 그 대상이 교회이기 때

문에, ‘네 후손’은 교회의 부정을 가

리킴이 분명합니다. That by the “s

eed of the serpent” is meant all

infidelity, is evident from the sign

ification of a “serpent,” as being

all evil; “seed” is that which prod

uces and is produced, or that whi

ch begets and is begotten; and as

the church is here spoken of, this

is infidelity.

왜곡된 상태의 유대교회를 일컬어

이사야에서는 ‘행악의 종자’, ‘간음

자와 음녀의 자식들’, ‘거짓의 후손’

이라 하고 있습니다. In Isaiah, in r

eference to the Jewish church in i

ts perverted state, it is called a

“seed of evil doers,” a “seed of

adultery,” a “seed of falsehood”: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 진 백

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

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사1:4) Woe to the sinful nation,

a people laden with iniquity, a

seed of evil doers, sons that ar

e destroyers; they have forsake

n J ehovah, they have provoked

the holy one of I srael, they hav

e estranged themselves back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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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Isa. 1:4)

3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

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4너희

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

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

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5너희가 상수리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

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사5

7:3-5) Draw near hither, ye son

s of the sorceress, the seed of

the adulterer. Are ye not childr

en of transgression, a seed of f

alsehood? (Isa. 57:3–5)

그리고 다시 거기 루시퍼(Lucifer,

계명성, 12절에 나오는)라 하는 ‘뱀’

또는 ‘용’에 대해 말하면서 And aga

in, speaking of the “serpent” or

“dragon,” who is there called Luc

ifer:

19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

으니 가증한 나뭇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20네가 네 땅을 망하게 하였고 네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

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사

14:19-20) Thou art cast out of t

hy sepulcher like an abominabl

e shoot, because thou hast corr

upted thy land, thou hast slain

thy people; the seed of evildoe

rs shall not be called to eternit

y. (Isa. 14:19–20)

‘여자의 후손’이 주님 신

앙(faith in the Lord)을

상징한다는 것은, ‘여자’의 상징은

교회라는 점과, 그 ‘후손’은 신앙 말

고는 없다는 점을 볼 때 분명합니

다. 교회를 교회라 하는 것은 주님

신앙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Tha

t the “seed of the woman” signifi

es faith in the Lord is evident fro

m the signification of “woman” as

being the church, whose “seed” is

nothing but faith, for it is from fai

th in the Lord that the church is

called the church.

말라기에 보면, 신앙을 ‘경건한 자

손’(the seed of God)이라 하고 있

습니다. In Malachi, faith is called

the “seed of God”:

14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이

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네가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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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

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15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

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

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

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

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

지 말지니라 (말2:14-15) J ehovah

hath witnessed between thee an

d the wife of thy youth; and not

one hath done so who had a re

sidue of the spirit; and wherefo

re one, seeking the seed of Go

d? But observe ye in your spir

it, lest he deal treacherously a

gainst the wife of thy youth. (M

al. 2:14–15)

이 구절에서, ‘어려서 맞이한 아내’

(the wife of youth)는 고대 및 태고

교회들이며, 그 ‘후손’(seed, 혹은 신

앙)에 대하여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

니다. In this passage the “wife of

youth” is the ancient and most an

cient churches, of whose “seed”

(or faith) the prophet speaks.

이사야 역시, 교회와 관련하여 In I

saiah also, in reference to the chu

rch: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

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사44:3) I

will pour waters upon the thirs

ty, and floods upon the dry [ la

nd] ; I will pour my spirit upon

thy seed, and my blessing upon

thine offspring. (Isa. 44:3)

계시록에서는 In Revelation: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

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12:17) Th

e dragon was wroth with the w

oman, and went to make war w

ith the remnant of her seed, wh

o were keeping the commandm

ents of God, and have the testi

mony of J esus Christ. (Rev. 12:1

7)

그리고 시편에서는 And in David:

3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

게 맹세하기를 4내가 네 자손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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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히 견고히 하며 네 왕위를 대대

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29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

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36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

는 해 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시89:3-4, 29, 36) I have made a

covenant with mine elect, I hav

e sworn unto David my servan

t, even to eternity will I establ

ish thy seed, and his seed will

I make to endure forever, and

his throne as the days of the he

avens; his seed shall endure to

eternity, and his throne as the

sun before me, (Ps. 89:3–4, 29,

36)

여기서 ‘다윗’은 주님을, ‘왕위’는 주

님의 나라를, ‘해’는 사랑을, ‘자손’은

신앙을 각각 의미합니다. where by

“David” is meant the Lord; by “t

hrone ,” his kingdom; by the “su

n,” love; and by “seed ,” faith.

신앙뿐 아니라 주님 자

신도 ‘여자의 후손’(the

seed of the woman)이라 하는 이유

는, 주님은 홀로 신앙을 주는 분이

시며, 그래서 주님이 곧 신앙이시기

때문이고, 또 주님은 사람으로 태어

나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기뻐

하셨기 때문인데, 다만 이 교회는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의 결과, 아

주 끔찍한, 지옥과도 같은 본성으로

완전히 굴러떨어진 그런 교회였는데

도 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주님의 신적 천적 본성과

주님의 인간으로서의 본성을 주님의

신적 권능으로 결합, 자기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이런 하나 됨이 실현되지 않았

더라면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완전히

소멸될 뻔하였습니다. Not only is f

aith but also the Lord himself is c

alled the “seed of the woman,” b

oth because he alone gives faith, a

nd thus is faith, and because he w

as pleased to be born, and that in

to such a church as had altogether

fallen into an infernal and diabolic

al own through the love of self an

d of the world, in order that by hi

s D ivine power he might unite th

e Divine celestial own with the hu

man own in his human essence, s

o that in him they might be a on

e; and unless this union had been

effected, the whole world must hav

e utterly perished.

※ 주님의 인성이 신적 인성(The D

ivine Human)이 되셔야만 했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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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태생

적 인성은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악

을 유전한 인성이었기 때문에 그것

을 벗고 전혀 새로운 신적 인성이

되셔야만 하셨습니다. 이것은 대단

히 중요한 내용으로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사유로, 주님은 여자의 후손이

시고, 그래서 ‘그것’이 아닌, ‘그’라

하신 것입니다. Because the Lord i

s thus the seed of the woman, it i

s not said “it,” but “he .”

‘뱀의 머리’가 일반적으

로는 악의 지배를, 구체

적으로는 자아 사랑의 지배를 의미

한다는 것은 그 본성(its nature)에

서 나오는데요, 이 본성은 단지 지

배를 추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

상의 모든 걸 지배하고자 하며, 그

정도로는 양이 안 차 계속해서 이번

에는 천국의 모든 것을, 더 나아가

급기야 바로 주님까지도! 그러고도

여전히 만족을 모르는, 아주 끔찍한

본성입니다. That by the “head of

the serpent” is meant the domini

on of evil in general, and specific

ally of the love of self, is evident

from its nature, which is so direfu

l as not only to seek dominion, b

ut even dominion over all things

upon earth; nor does it rest satisf

ied with this, but aspires even to

rule over everything in heaven, an

d then, not content with this, over

the Lord himself, and even then it

is not satisfied.

※ ‘악의 지배’(the dominion of evi

l)란 악이 지배적 위치에 올라야만

직성이 풀린다는 뜻입니다.

자아 사랑의 스파크가 일어나는 곳

마다 그 안에는 이런 게 잠재해 있

습니다. This is latent in every spa

rk of the love of self.

우리가 지각해야 하는 것은, 사후

(死後)에 규제가 풀려 하고픈 대로

마음껏 할 수 있게 되면, 이런 본성

이 즉시 우리 안에서 거침없이 터져

나오며, 점점 자라나 높은 데를 지

향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If

it were indulged, and freed from

restraint, we should perceive that

it would at once burst forth and w

ould grow even to that aspiring h

eight.

※ ‘규제가 풀려’(freed from restrai

nt)는 아직 몸 안에서 사는 이 지상

생활에서는 남의 이목과 사회적 도

257



창3:15, AC.250-260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87/167

덕과 윤리, 체면 등이 있어 마음대

로 못 하지만, 사후 이 몸을 벗고

영이 되면 그때는 사정이 달라진다

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한 것은, 이 ‘뱀’, 곧

자아 사랑이라는 이 악은 남을 지배

하기를 정말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

지, 그리고 이런 거에 휘둘리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증오하는

지 하는 사실입니다. Hence it is e

vident how the “serpent,” or the

evil of the love of self, desires to

exercise dominion, and how much

it hates all those who refuse its s

way.

이것이 ‘뱀의 머리’, 곧 자신을 높이

는 것, 그래서 주께서 ‘상하게’(tram

ples down) 하시는, 땅바닥으로까지

짓밟히게 하시는 것이며, 그래서 이

것이 바로 앞 절에서 기술한 대로,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인

것입니다. This is that “head of th

e serpent” which exalts itself, and

which the Lord “tramples down,”

even to the earth, that it may “go

upon its belly, and eat dust,” a

s stated in the verse immediately

preceding.

이사야에서는 이를 ‘루시퍼’라 부르

며, ‘뱀’이나 ‘용’으로 묘사하고 있습

니다. Thus also is described the

“serpent” or “dragon” called “Lu

cifer” in Isaiah:

12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Lucifer)

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

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13네가 네 마

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

에 앉으리라 14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

리라 하는도다 15그러나 이제 네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사14:12-15) O Lucife

r, thou hast said in thy heart, I

will ascend the heavens, I will

exalt my throne above the stars

of God, and I will sit upon the

mount of the congregation, in t

he sides of the north, I will asc

end above the heights of the cl

oud, I will be made equal to th

e most high; yet thou shalt be

brought down to hell, to the si

des of the pit. (Isa. 14:12–15)

계시록에서는 ‘뱀’이나 ‘용’이 자기

머리를 어떤 식으로 높이는지에 대

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The “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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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t” or “dragon” is also describ

ed in the Revelation in regard to

the way in which he exalts his hea

d:

3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

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

리에 일곱 왕관이 있는데 9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

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

니라 (계12:3, 9) A great red dra

gon, having seven heads, and t

en horns, and many diadems up

on his heads; but he was cast i

nto the earth. (Rev. 12:3, 9)

시편에서는 In David:

1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

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2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6뭇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

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7길

가의 시냇물을 마시므로 그의 머

리를 드시리로다 (시110:1-2, 6-7)

The saying of J ehovah to my L

ord, Sit thou at my right hand,

until I make thine enemies thy

footstool: J ehovah shall send th

e rod of thy strength out of Z io

n, he shall judge the nations, h

e hath filled with dead bodies,

he hath bruised the head over

much land; he shall drink of th

e brook in the way, therefore s

hall he lift up the head. (Ps. 11

0:1–2, 6–7)

‘상하게 할 것이요’, 혹

은 ‘상하게 할 것이니

라’가 디프레션(depression, 암담함)

을 의미하며, 그 결과, ‘배로 다니며

흙을 먹을지니라’가 되게 하려는 것

이 지금 분명한 것은, 본 절과 선행

절들을 보면 됩니다. That by “tra

mpling on” or “bruising” is mea

nt depression, so as to compel it

to “go on the belly and eat the

dust,” is now evident from this an

d the preceding verses.

이사야에서도 이와 같은데요, So lik

ewise in Isaiah:

4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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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5높은 데에 거주하는 자를 낮추

시며 솟은 성을 헐어 땅에 엎으시

되 진토에 미치게 하셨도다 6발이

그것을 밟으리니 곧 빈궁한 자의

발과 곤핍한 자의 걸음이리로다

(사26:4-6) J ehovah hath cast do

wn them that dwell on high; th

e exalted city he will humble i

t; he will humble it even to the

earth; he will prostrate it even

to the dust; the foot shall tread

it down. (Isa. 26:4–6)

2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물이 넘침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3에브

라임의 술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

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라 (사28:2-

3) H e shall cast down to the ea

rth with the hand; they shall be

trampled on by feet—a crown o

f pride. (Isa. 28:2–3)

‘발꿈치’(the heel)가 가

장 낮은 자연적(the low

est natural)이거나 육적(肉的, corp

oreal)인 걸 의미한다는 것은, 먼저

태곳적 사람들이 사람에게 있는 다

양한 것을 어떤 식으로 생각했는지

알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건데

요, That by the “heel” is meant t

he lowest natural or corporeal can

not be known unless the way in w

hich the most ancient people consi

dered the various things in man i

s known.

그들은 사람의 천적, 영적인 것을

머리와 얼굴로 언급했습니다. 이들

천적, 영적인 것에서 나오는 체어리

티(charity, 이웃 사랑)와 자비는 가

슴으로, 자연적인 것은 발로, 더 자

연적인 것은 발바닥으로, 가장 자연

적이고 육적인 것들을 발꿈치로 언

급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렇게 언

급만 한 게 아니라 실제 일상에서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They referred

his celestial and spiritual things t

o the head and face; what comes f

orth from these as charity and me

rcy, to the chest; natural things, t

o the feet; lower natural things, t

o the soles of the feet; and the lo

west natural and corporeal things,

to the heel; nor did they merely r

efer to them, but also so called th

em.

사유(思惟, reason)의 가장 낮은 단

계, 곧 기억-지식의 경우 또한 그런

데, 야곱이 단과 관련하여 예언한

데를 보면 그렇습니다. The low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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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gs of reason, that is, memory-

knowledges, were also meant by

what Jacob prophesied concerning

Dan:

※ ‘사유의 가장 낮은 단계가 기억

-지식’인 이유는, 기억-지식(memor

y-knowledge, 세상 지식, 오감(五

感)으로 습득하는 감각적 사실들)은

가장 날 것이요, 거칠고 투박하기

때문입니다. 식재료 식으로 말하면

껍질도 까지 않은, 아직 흙이 덕지

덕지 묻어있는 양파나 부추, 파, 당

근, 무, 배추 상태와 같다 할 수 있

겠습니다.

단은 길섶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

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창49:17)

Dan shall be a serpent upon th

e way, an adder upon the path,

biting the horse ’s heels, and hi

s rider falls backward. (Gen. 49:

17)

시편에서도 Also in David: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

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

려워하랴 (시49:5) The iniquity of

my heels hath compassed me a

bout. (Ps. 49:5)

야곱 관련해서도, 같은 식으로 그가

자궁으로부터 나올 때, In like man

ner by what is related of Jacob, w

hen he came forth from the womb,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

을 낳을 때에 이삭이 육십 세였더

라 (창25:26) That his hand laid h

old of Esau’s heel, whence he

was called J acob, (Gen. 25:26)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꿈치’에서

나오는데요, ‘야곱’으로 상징되는 유

대교회가 발꿈치에 상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for the name “J acob”

comes from the “heel,” because th

e Jewish church, signified by “J ac

ob,” injured the heel.

뱀은 그것이 독사의 일종이 아닌

한, 자연적인 것들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것밖에는 상해를 입힐 수가 없

습니다. 그러니 그보다 높은 차원인,

사람 내면의 자연적인 것은 물론,

더욱 그의 영적인 것과 더더욱 천적

인 것은 절대 상해를 입힐 수 없습

니다. 이런 천적, 영적, 내면의 자연

적인 것을 주님은 당사자도 모르게

그의 안에 보존하시고, 보관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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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입니다. A serpent can injure

only the lowest natural things, but

unless it is a species of viper, not

the interior natural things in man,

still less his spiritual things, and l

east of all his celestial things, whi

ch the Lord preserves and stores

up in man without his knowledge.

그렇게 주님이 보관, 간수해 오신

것을 가리켜 말씀에서는 ‘남은 자’

(리메인스, remains)라 하고 있습니

다. What are thus stored up by th

e Lord are called in the Word “r

emains.”

뱀이 사람 안 자연적인 것들 가운데

가장 낮은 것을 파괴하되, 홍수 전

사람들한테서는 감각의 원리와 자아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유대인들 가

운데서는 감각적인 것들, 전통들, 하

찮은 것들 및 자아 사랑과 세상 사

랑을 가지고, 오늘날에는 감각과 기

억-지식 및 철학에 속한 것들, 그리

고 그에 대한 사랑으로 역시, 그리

고 여전히 같은 짓을 반복하는 이

런, 뱀이 일하는 방식에 대하여 이

제부터 쭈욱 들으시게 되는데, 이는

주님의 허락, 곧 주님의 신적 자비

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The mode

in which the serpent destroyed th

ose lowest natural things in the p

eople before the flood, by the sens

uous principle and the love of sel

f; and among the Jews, by sensuo

us things, traditions, trifles, and b

y the love of self and of the worl

d; and how at this day he has des

troyed and continues to destroy th

em by the things of sense, of me

mory-knowledge, and of philosoph

y, and at the same time by the sa

me loves, shall of the Lord’s D ivi

ne mercy be told hereafter.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

으로부터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오심이 그 시대 교회에게 계시되었

다는 사실입니다. From what has b

een said it is evident that it was

revealed to the church of that tim

e that the Lord would come into t

he world to sav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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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3:14-19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

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

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Verse 16, And unto the woman

he said, I will greatly multiply

thy sorrow and thy conception;

in sorrow thou shalt bring forth

sons, and thine obedience shall

be to thy man [ vir] , and he sh

all rule over thee.

※ 16절 속뜻

선악과를 범하기 전엔 진리를 생각

하고 실천하기가 쉬웠다면 선악과를

범한 이제부터는 정말 마치 임산부

가 아이 해산하듯 생사를 넘나드는

영적 전투를 치러야만 가능한 일이

되었으며, 남편이라는 것, 합리적,

이성적 능력이라는 것도 겉 껍데기

만 남게 된 것이 마치 경건의 모양

만 있고, 능력은 없는 것과 같게 되

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질서와 수칙

은 천적, 영적 출발점을 따르므로,

이 상황에서도 참된 결혼의 법칙은

아내는 남편을 따르고 순종하는 것

입니다. 비록 아내는 자기 본성을

따르고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려 하

고, 남편은 예전과 달리 덜 합리적

이고, 덜 이성적이 되었지만 말입니

다.

지금 ‘여자’는 교회를 말

하는데 특히 프로프리움

(proprium, 固有本性, 자아, own, se

lf-dependence)을 사랑했던 교회를

말합니다.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는 전투(combat), 갈등(conflict)과,

그로 인한 불안, 염려를, ‘임신’은 모

든 생각을,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는 그녀가 그렇게, 곧

이런 상태에서 낳게 될 진리를, ‘남

편’은 여기서도 앞서 살핀 대로, 교

회가 복종하게 될, 그리고 교회를

다스리게 될 래셔널(the rational, 합

리적, 이성적 능력)을 상징합니다.

By the “woman” is now signified

the church as to proprium, which

it loved; by “greatly multiplying

her sorrow” is signified combat,

and the anxiety it occasions; by

“conception,” every thought; by t

he “sons whom she would bring

forth in sorrow,” the truths which

she would thus produce; by “ma

n,” here as before, the rational 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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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it will obey, and which will rul

e.

앞서 지금까지 보여드린

‘여자’가 교회를 상징한

다면, 여기 나오는 ‘여자’는 본성(ow

n), 곧 자치(自治), 주님한테서 독립

하려는(self-dependence) 태도로 인

해 왜곡된 교회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이 태고교회

의 왜곡된(perverted), 망가진(had b

ecome corrupt) 후손들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That the church is sig

nified by the “woman” has been p

reviously shown, but here the chu

rch perverted by the own which w

as itself formerly signified by the

“woman,” because the posterity of

the most ancient church, which ha

d become perverted, is now treat

ed of.

※ ‘the own which was itself for

merly’(전에는 그 자체였던 본성),

즉 처음, 곧 ‘뼈 중의 뼈, 살 중의

살’(창2:23) 하던 천적 인간 시절에

는 순수하게 인간의 본성을 가리키

던 ‘여자’(교회)가 지금은 ‘망가진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속 감각의 레벨이

스스로를 외면하고 비난

할 때, 그 결과는 악한 영들은 강력

하게 싸움을 시작하는 반면, 수행

천사들은 무척 애를 먹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래서 이 전투를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즉 진리를 품고, 생산

하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

다. When therefore the sensuous p

art averts itself or curses itself, th

e consequence is that evil spirits

begin to fight powerfully, and the

attendant angels to labor, and the

refore this combat is described by

the words, “I will greatly multip

ly thy sorrow, in relation to th

e conception and birth of sons,”

that is, as to the thoughts and pro

ductions of truth.

※ 사람 마음의 감각 파트, 곧 감각

의 레벨이 뱀의 말, 즉 감각이 원하

는 걸 따르지도 않고, 오히려 예를

들어, 금욕적인 삶, 참된 영성에 기

초한 금욕적 삶을 살고자 하면, 자

기 말 잘 들을 땐 가만히 있던 악한

영들이 벌떼같이 달려들어 괴롭힌다

는 말입니다.

※ 이 본문은 실제로 자식 낳는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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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 아니라 선악과를 범한 후, 인

간이 진리 편에 서서 살아가기가 실

제 영적 전투를 치러야만 가능한,

이렇게나 어려운 일이 되었다는, 그

런 본문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임신

과 출산’은 영적인 뜻,

곧 ‘임신’은 마음에 품은 생각을, ‘자

식’은 진리를 말하는 것임은 호세아

를 보면 분명합니다. That the “con

ception and birth of sons,” in th

e Word, are taken in a spiritual s

ense—“conception” for the though

t and device of the heart, and “so

ns” for truths—is evident from H

osea:

11에브라임의 영광이 새 같이 날아

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배

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

라 12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 하여 한 사

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호9:11-12) As f

or Ephraim, their glory shall fl

y away like a bird, from the bi

rth, and from the womb, and fr

om the conception; though they

shall have brought up their son

s, yet will I bereave them, that

they be not man; yea, woe also

to them when I depart from the

m, (Hos. 9:11–12)

여기 ‘에브라임’은 지성 혹은 진리

에 대한 이해를, 그리고 ‘자식’은 진

리 자체를 말합니다. where “Ephra

im” signifies the intelligent, or th

e understanding of truth; and “so

ns,” truths themselves.

‘에브라임’, 곧 처음엔 지성적이었으

나 결국 바보가 된, 에브라임이 나

오는 데는 말씀 어디든 다 마찬가지

라고들 합니다. It is likewise said

elsewhere concerning Ephraim, or

one who is intelligent, who has be

come foolish: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

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

오지 못하느니라 (호13:13) The so

rrows of one in travail have co

me upon him, he is an unwise

son, for at the time he will not

stand in the breach of the wom

b of sons. (Hos. 13:13)

이사야입니다. And in Isai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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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

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

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5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

받으리로다 (사23:4-5) Blush, O

Z idon, for the sea hath spoken,

the fortress of the sea, saying,

I have not travailed, nor broug

ht forth, nor have I brought up

young men, nor caused girls to

grow up; as at the report conc

erning Egypt, they shall bring

forth according to the report of

Tyre, (Isa. 23:4–5)

여기 ‘시돈’은, 신앙에 관한 지식들

가운데 있었으나 기억-지식들을 가

지고 자신들을 파괴하여 지금은 척

박해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where

“Z idon” means those who have be

en in the knowledges of faith, but

have destroyed them by memory-

knowledges, and so have become

barren.

[2] 다시 같은 선지서에서 거듭남을

다루면서 여기서도 똑같이 신앙의

진리들이 ‘아이’로 상징되고 있습니

다. Again in the same prophet, tr

eating of regeneration, and where

likewise the truths of faith are sig

nified by “sons”:

7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

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아를 낳

았으니 8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

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

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

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9여

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이 이르시

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

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사66:

7-9) Before she travailed she b

ringeth forth; and before her p

ain came, she was delivered of

a man child; who hath heard su

ch a thing? Who hath seen suc

h things? Shall the earth bring

forth in one day, and shall I no

t cause to bring forth? saith J e

hovah; shall I cause to bring fo

rth, and close up? saith thy Go

d. (Isa. 66:7–9)

천국 결혼을 통해 잉태되고 태어나

는 선들과 진리들을 가리켜,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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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들’이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에서 주님 하신 말씀입니다. Goods

and truths, being conceived and b

orn of the heavenly marriage, are

therefore called “sons” by the Lor

d in Matthew:

37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

리는 이는 인자요 38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

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마1

3:37-38) H e that soweth the goo

d seed is the son of man; the f

ield is the world and the seed

are the sons of the kingdom.

(Matt. 13:37–38)

구원하는 신앙의 선들과 진리들을

가리켜 주님은 ‘아브라함의 자손’

(요8:39)이라 하십니다. ‘후손’은 (25

5번 글에서 다룬 대로) 신앙을 가리

키는데, 거기 보면, ‘후손’(seed)에서

나오는 ‘자손’(sons)은 신앙의 선들

과 진리들이기 때문입니다. And the

goods and truths of a saving faith

he calls “sons of Abraham” (Joh

n 8:39); for “seed” (as stated n. 2

55) denotes faith, wherefore “son

s,” which are of the “seed,” are t

he goods and truths of faith.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

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

거늘 (요8:39)

이런 이유로, 그 자신 ‘후손’으로서

의 주님은 자신을 가리켜 ‘인자’(人

子, the Son of man, the Son of Hu

mankind), 즉 교회의 신앙이라 하셨

습니다. Hence also the Lord, as b

eing himself the “seed ,” called hi

mself the “Son of man,” that is, t

he faith of the church.

‘남편’이 래셔널(the rati

onal, 합리적, 이성적 사

고능력)을 상징한다는 것이 이 장 6

절에 보면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즉, 그도 동의했음을 의

미합니다. 같은 내용이 158번 글, 아

담에 관한 내용을 보아도 분명한데

요, 거기 보면, 아담(남자, 사람, vir)

은 지혜와 지성을 가진 사람을 의미

합니다. That by “man” [vir] is si

gnified the rational appears from

verse 6 of this chapter, in that the

woman gave to her man with her,

and he did eat, by which is meant

his consent; and the same is al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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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dent from what was said of the

man in n. 158, where by him is m

eant one who is wise and intellige

nt.

하지만 여기 나오는 ‘남편’은 래셔널

을 말합니다. 선악과, 곧 지식의 나

무(the tree of knowledge)를 먹음

으로써 지혜와 지성이 파괴되었고,

그 결과, 아무것도 안 남았기 때문

이며, 래셔널이라는 것은 외관상 그

럴듯하게 지성을 흉내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Here however “man”

denotes the rational, because in c

onsequence of the destruction of w

isdom and intelligence by eating

of the tree of knowledge, nothing

else was left, for the rational is i

mitative of intelligence, being as i

t were its semblance.

모든 법과 수칙(守則, pr

ecept)은 참된 출발점인

천적, 영적인 것에서 나오므로, 다음

과 같은 사실, 곧 이 결혼의 법칙

또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이 결혼

의 법칙이란, 아내는 자기 고유본성

에 속한 걸 원하고, 또 남편처럼 이

성적이기 보다는 자기 마음이 원하

는 걸 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신중

한 남편을 따르며, 남편에게 순종해

야 한다는 법칙입니다. As every la

w and precept comes forth from w

hat is celestial and spiritual, as fr

om its true beginning, it follows t

hat this law of marriage does so,

which requires that the wife, who

acts from desire, which is of what

is her own, rather than from reas

on, like the man, should be subjec

t to his pru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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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3:14-19

17절,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

산을 먹으리라 Verse 17, And unt

o the man he said, Because tho

u hast hearkened unto the voic

e of thy wife, and hast eaten of

the tree of which I commanded

thee, saying, Thou shalt not eat

of it; cursed is the ground for

thy sake; in great sorrow shalt

thou eat of it all the days of th

y life .

※ 17절 속뜻

태고교회 네 번째 후손의 아주 부주

의한 동의의 결과, 그들은 선악과를

범하여 완전한 겉 사람이 되고 말

며, 그 결과 비참한 삶, 지옥과 같은

삶이 끝까지, 곧 대홍수로 멸망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선악과를 범했

다는 것은 주님을 거절하고, 스스로

의 힘으로 살아가기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는 아담(the man),

혹은 래셔널(rational, 合理)의 동의

를 말합니다. 이 부주의한 동의로

비참과 저주를 자초, 결과적으로는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가 가리키는 완전한 겉 사람이 되고

맙니다. By the “man hearkening

to the voice of his wife” is signi

fied the consent of the man, or ra

tional, by which it also averted or

cursed itself, and consequently the

whole external man, denoted by

“cursed is the ground for thy s

ake.”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는 그의 미래의 삶이 비참, 지옥같

을 것이며, 이것은 심지어 그 교회

의 종말에 이르도록 그럴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네 평생에’는 그런 의

미입니다. To “eat thereof in sorr

ow” means that the future state of

his life would be miserable, and t

his even to the end of that church,

or “all the days of his life .”

‘땅’이 겉 사람을 상징함

은 ‘땅’(earth, 창1:1,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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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지면’(ground, 창2:5, AC.90),

‘들’(field, 창2:5, AC.90) 관련 앞서

했던 언급들을 보시면 분명합니다.

That the “ground” signifies the e

xternal man is evident from what

was previously stated concerning

“earth,” “ground ,” and “fie ld .”

사람이 거듭나면 그를 가리켜 더 이

상 ‘땅’이라 하지 않고 대신 ‘지면’이

라고 합니다. 천적 씨가 그의 안에

심겼기 때문입니다. 그는 ‘대지’(지

면)에 비교되며 말씀 여러 곳에서

‘대지’로 언급됩니다. When man is

regenerate, he is no longer called

“earth,” but “ground ,” because ce

lestial seed has been implanted in

him; he is also compared to “gro

und” and is called “ground” in v

arious parts of the Word.

선과 진리의 씨앗들은 속 사람이 아

닌 겉 사람, 즉 그의 어펙션(affectio

n, 애정)과 기억 안에 심깁니다. 속

사람 안에는 그의 본성과 관련해서

는 아무것도 없고, 그런 건 대신 겉

사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The se

eds of good and truth are implant

ed in the external man, that is, in

his affection and memory, and not

in the internal man, because there

is nothing of one’s own in the inte

rnal man, but only in the external.

속 사람 안에는 선과 진리가 있으

며, 이들이 더 이상 안 보이면, 그

사람은 겉 혹은 육(肉, corporeal)이

됩니다. 하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

사람 본인도 모르게 그의 속 사람

안에 이들 선과 진리를 여전히 계속

해서 차곡차곡 보관하십니다. 겉 사

람이 마치 죽은 것 같은 상황, 가령,

시험, 불행, 병, 그리고 임종의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니면 이들 속

사람 안에 있는 선과 진리들은 밖으

로 나오지 않습니다. In the interna

l man are goods and truths, and

when these no longer appear to b

e present, the man is external or

corporeal; they are however store

d up in the internal man by the L

ord, without the man’s knowledge,

as they do not come forth except

when the external man as it were

dies, as is usually the case during

temptations, misfortunes, sickness

es, and at the hour of death.

래셔널도 겉 사람에게 속하며(AC.1

18), 실상은 속 사람과 겉 사람 사

이 일종의 중간역할을 합니다. 속

사람은 이 래셔널을 통해 육과 결합

한 겉 사람에게 작동하기 때문입니

다. The rational belongs also to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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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external man (n. 118), and is in

itself a kind of medium between t

he internal man and the external;

for the internal man, through the

rational, operates on the corporeal

external.

그러나 래셔널이 동의(同意, consent

s)를 하면, 즉 래셔널이 정(正) 방향

인 속 사람에서 겉 사람으로가 아

닌, 겉 사람에서 속 사람으로인 역

(逆) 방향을 취하면, 겉 사람은 속

사람과 분리가 되고, 그러면 속 사

람의 존재를 더 이상은 알 수 없게

되며, 그 결과 속 사람에 속한 것들

인 지성과 지혜 역시 알 수 없게 됩

니다. But when the rational conse

nts, it separates the external man

from the internal, so that the exist

ence of the internal man is no lon

ger known, nor consequently the i

ntelligence and wisdom which are

of the internal.

여호와 하나님(즉, 주님)

이 ‘땅’, 혹은 겉 사람을

‘저주하신’ 게 아니라 반대로 겉 사

람이 속 사람으로부터 스스로를 외

면 및 분리, 그리고 그 결과 저주를

자초한 것인데요, 이것은 앞서 본

내용(AC.245)으로 분명합니다. That

Jehovah God (that is, the Lord) d

id not “curse the ground,” or th

e external man, but that the exter

nal man averted or separated itse

lf from the internal, and thus curs

ed itself, is evident from what was

previously shown (n. 245).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가 상징하는

게 삶의 비참한 상태임은 ‘먹는’ 것

이 그 속뜻으로는 사는 것(to live)

임은 말할 것도 없고, 앞뒤 내용들

로 분명합니다. That to “eat of th

e ground in great sorrow” signi

fies a miserable state of life is evi

dent from what precedes and follo

ws, not to mention that to “eat,” i

n the internal sense, is to live.

같은 내용이 다음과 같은 사실로도

분명한데요, 그런 삶의 상태는 악한

영들은 싸움을 시작하고, 수행 천사

들은 애를 먹기 시작할 때 시작된다

는 사실입니다. The same is evide

nt also from the fact that such a s

tate of life ensues when evil spirit

s begin to fight, and the attendant

angels to labor.

이런 삶의 상태는 악한 영들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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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잡기 시작할 때 더욱 비참해집

니다. 그때 악한 영들은 겉 사람을

장악, 다스리는데 반해 천사들은 단

지 속 사람만 다스리는데, 속 사람

안에 리메인스가 거의 없어 그 사람

을 방어,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들을 조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과 염려입니다. This

state of life becomes more misera

ble when evil spirits begin to obt

ain the dominion; for they then go

vern the external man, and the an

gels only the internal man, of whi

ch so little remains that they can

scarcely take anything thence with

which to defend the man; hence a

rise misery and anxiety.

죽은 사람들은 그런 비참과 염려에

좀처럼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비록 그들이 자신들을 다른 누구보

다도 더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말이

지요. 그들은 더 이상 영적 천적인

것, 그리고 영원한 삶에 관해 짐승

들보다 더 아는 게 없으며, 짐승들

처럼 그 얼굴을 땅에 속한 것들을

향하거나 세속적인 것들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본성

에만 호의적이며, 래셔널의 완전한

동의 하에 자신들의 성향과 감각에

올인합니다. Dead men are seldom

sensible of such misery and anxiet

y, because they are no longer me

n, although they think themselves

more truly so than others; for the

y know no more than the brutes o

f what is spiritual and celestial, a

nd what is eternal life, and like th

em they look downward to earthly

things, or outward to worldly one

s; they favor only their own, and i

ndulge their inclinations and sens

es with the entire concurrence of

the rational.

이들은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

런 영적 전투나 시험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

지가 다 드러나게 되면, 이들의 삶

은 그 무게로 가라앉을 것이며, 그

결과, 점점 더 자신들을 저주, 재촉,

계속해서 더 깊이깊이 지옥의 저주

안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들

은 다른 삶, 곧 지옥이지요, 거기서

는 무슨 시험이나 불행 때문에 죽음

에 이를 위험 같은 건 전혀 없지만

대신 가장 극심한 고통을 겪어야 하

는, 그런 삶의 입구에 이를 때까지

이들은 이런 삶을 계속 살게 되는

데, 이런 똑같은 상태를 본문에서는,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수고하여

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로 상징한

것입니다. Being dead, they sust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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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no spiritual combat or temptatio

n, and were they exposed to it th

eir life would sink under its weig

ht, and they could thereby curse t

hemselves still more, and precipit

ate themselves still more deeply i

nto infernal damnation: hence they

are spared this until their entranc

e into the other life, where, being

no longer in danger of dying in c

onsequence of any temptation or

misery, they endure most grievou

s sufferings, which likewise are he

re signified by the ground being

cursed, and eating of it in great s

orrow.

※ 사람은 육의 옷을 벗어 영이 되

면 그동안 육 안에 있을 때 느꼈던

오감(五感,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이 몇 배나 더 깨어나 아주 예

민, 탁월하게 기능합니다. 사람의 오

감 중 가장 종합적인 감각이 바로

촉각인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경

우는 이 모든 감각의 깨어남이 참

좋은 거지만 반대로 지옥에 떨어질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옥의 고통

을 몇 배나 더 깨어난 촉각으로 맛

볼 경우, 그 고통의 극심함이 과연

상상이 되십니까?

‘네 평생에’가 그 시대

교회의 종말에 대한 상

징인 것은 여기서 다루는 주제가 어

느 한 개인이 아닌, 그 교회와 그

교회의 상태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

로 분명합니다. That “all the days

of thy life” signifies the end of th

e days of the church is evident fro

m the fact that the subject here tr

eated of is not an individual man,

but the church and its state.

그 교회 시대의 종말은 홍수였습니

다. The end of the days of that ch

urch was the time of the fl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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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3:14-19

18절,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

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Verse 18, And the

thorn and the thistle shall it br

ing forth unto thee, and thou s

halt eat the herb of the field.

※ 18절 속뜻

선악과, 곧 주님 대신 자기 맘대로

사는 걸 선택한 이 태고 교회 네 번

째 이후 후손들부터는 저주와 황폐

함, 그리고 들짐승처럼 사는 삶이

시작됩니다. 속 사람을 통해 주님과

연결되는 삶에서 끊어진, 그래서 오

직 겉 사람으로만 사는 사람들의 삶

이 들짐승처럼 사는 삶이기 때문입

니다.

‘가시덤불과 엉겅퀴’는

저주와 황폐함(vastation,

ruination)을,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은 그가 들짐승처럼 살게

될 것을 말합니다. By the “thorn a

nd the thistle” are meant curse

and vastation; and by “thou shalt

eat the herb of the field” is sign

ified that he should live as a wild

animal.

사람은 그의 속 사람과 겉 사람 간

근본적 분리로 속 사람이 겉 사람에

게 가장 기본적인 방식으로밖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는 들짐승처

럼 삽니다. 사람은 그의 속 사람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받는 것으로는

사람이지만, 속 사람과 분리된 상태

에서 겉 사람한테서 나오는 것만으

로는 들짐승이기 때문입니다. 겉 사

람은 그 자체로는 들짐승과 다를 바

없어 본성, 욕구, 식욕, 공상 및 감

각 면에서 비슷하며, 생리적 면에서

도 그렇습니다. Man lives like a w

ild animal when his internal man i

s so separated from his external a

s to operate upon it only in a mo

st general manner, for man is ma

n from what he receives through h

is internal man from the Lord, an

d is a wild animal from what he d

erives from the external man, whi

ch, separated from the internal, is

in itself no other than a wild anim

al, having a similar nature, desire

s, appetites, fantasies, and sensati

ons, and also similar organic form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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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유사함에도 불구, 그는 이성적

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이

능력이 완전히 자기 자신한테서 나

오는 건 줄 알지만 사실은 어떤 영

적 실체(the spiritual substance)로

부터 오는 것이며, 이 실체로부터

그는 주님의 생명의 인플럭스(入流,

the influx of life from the Lord)를

받습니다. 하지만 이 영적 실체가

저런 인간, 곧 속 사람과 분리된 상

태 가운데 있는 겉 사람 안에서는

거꾸로 뒤집혀 악한 생명, 곧 죽음

이 됩니다. That nevertheless he is

able to reason, and, as it seems t

o himself, acutely, he has from the

spiritual substance by which he re

ceives the influx of life from the L

ord, which is however perverted i

n such a man, and becomes the lif

e of evil, which is death.

그래서 그를 가리켜 죽은 자라 하지

요. Hence he is called a dead ma

n.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저주와 황폐함을 상징한

다는 것은, 정 반대되는 것들, 곧 축

복과 번성을 가리키는 추수와 과실

나무를 보면 분명합니다. That the

“thorn and the thistle” signify cu

rse and vastation, is evident from

harvest and fruit tree denoting th

e opposites, which are blessings a

nd multiplications.

‘가시덤불’, ‘엉겅퀴’, ‘들장미’, ‘가시

덩굴’ 및 ‘찔레’ 등이 그런 상징을

가진다는 것은 말씀을 보면 분명한

데요, 호세아입니다. That the “thor

n,” the “thistle ,” the “brier ,” the

“bramble ,” and the “nettle ,” have

such a signification, is evident fro

m the Word, as in Hosea: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

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놉은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호9:6) Lo, they are go

ne away because of the vastatio

n; Egypt shall gather them; M

emphis shall bury them; their d

esirable things of silver, the ne

ttle shall inherit them; the bra

mble shall be in their tents. (H

os. 9:6)

여기 ‘애굽’과 ‘놉’은 주님의 것들을

자신들과 자기들이 소유한 기억-지

식들,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이해하

려 애쓰는 그런 걸 가리킵니다.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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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Egypt” and “Memphis” deno

te such as seek to understand Div

ine things from themselves and th

eir own memory-knowledges.

같은 예언서에서 In the same prop

het:

이스라엘의 죄 곧 아웬의 산당은

파괴되어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 날 것이니 그때에 그들이 산

더러 우리를 가리라 할 것이요 작

은 산더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

리라 (호10:8) The lofty places of

Aven, the sin of I srael, shall b

e destroyed; the thorn and the

thistle shall come up upon thei

r altars, (Hos. 10:8)

여기 ‘아웬의 산당’은 자아 사랑을,

‘가시와 찔레가 그 제단 위에’는 신

성모독을 상징합니다. where the “l

ofty places of Aven” signify the l

ove of self; and the “thorn and th

istle on the altars,” profanation.

이사야에서 In Isaiah:

12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13내 백성의 땅

에 가시와 찔레가 나며 희락의 성

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사32:12–13) Mourning upon the

paps for the fields of desire , fo

r the fruitful vine; upon the gr

ound of my people shall come

up the briery thorn. (Isa. 32:12

–13)

그리고 에스겔에서 And in Ezekiel: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그 사방에서

그들을 멸시하는 자 중에 찌르는

가시와 아프게 하는 가시가 다시

는 없으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을 그들이 알리라 (겔28:24) There

shall be no more a pricking bri

er unto the house of I srael, nor

a painful thorn from all that ar

e round about them. (Ezek. 28:2

4)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

즉’(즉, 거친 음식)이 들

짐승처럼 사는 것임은, 다니엘서 느

부갓네살에 관한 말씀을 보면 분명

합니다. That to “eat the herb of

the field” (that is, wild food) den

otes to live like a wild animal, is

evident from what is said of Nebu

chadnezzar in Dan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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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이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

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

이 일곱 때를 지낼 것이라 그때에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

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

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아시리이다 (단4:25) They shall d

rive thee from man, and thy dw

elling shall be with the beast of

the field; they shall make thee

to eat grass as oxen, and seve

n times shall pass over thee.

(Dan 4:25)

그리고 이사야에서 And in Isaiah:

26네가 어찌하여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들은 내가 태초부터 행한 바

요 상고부터 정한 바로서 이제 내

가 이루어 네가 견고한 성읍들을

헐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노라 27

그러므로 그 주민들이 힘이 약하

여 놀라며 수치를 당하여 들의 풀

같이, 푸른 나물 같이, 지붕의 풀

같이, 자라지 못한 곡초 같이 되었

느니라 (사37:26–27) Hast thou n

ot heard how I have done it lo

ng ago, and from the days of ol

d have I formed it; now have I

brought it to pass, and it shall

be to lay waste bulwarks, fence

d cities, in heaps; and their in

habitants, short of hand, were d

ismayed and put to shame; the

y were made the grass of the fi

eld, and the green [ olus] of th

e herb, the grass of the houset

ops, and a field parched before

[ coram] the standing corn. (Isa.

37:26–27)

여기 ‘들의 풀’, ‘푸른 나물’, ‘지붕

의 풀’, 그리고 ‘곡초’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설명되어 있습니

다. 여기서 다룬 주제가 홍수 전 시

대, 곧 ‘태초’와 ‘상고’로 표현된 시

대이기 때문입니다. Here it is expl

ained what is signified by the “gr

ass of the field ,” the “green of t

he herb,” the “grass on the hou

setops,” and a “fie ld parched”; f

or the subject here treated of is t

he time before the flood, which is

meant by “long ago,” and the “d

ays of ol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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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3:14-19

19절,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

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

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

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Verse 19,

I n the sweat of thy face shalt t

hou eat bread, till thou return

unto the ground; for out of it w

ast thou taken; for dust thou ar

t, and unto dust shalt thou retu

rn.

※ 19절 속뜻

선악과를 범한 이 태고 교회 네 번

째 후손부터는 이제 더 이상 천적인

것을 싫어하게 되었고, 거듭남 이전

상태인 창세기 1장 2절 상태로 돌아

가게 되었으며, 정죄를 받고 지옥과

같은 상태가 되어 대홍수로 표현된

멸망, 종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

을 것을 먹으리니’는 천

적(天的, celestial)인 것을 싫어하게

되었음을, ‘취함을 입은 그 흙으로

돌아감’은 거듭남 이전 상태였던 겉

사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너는 흙

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는

그가 정죄를 받고, 지옥과 같은 상

태가 됨을 말합니다. By “eating b

read in the sweat of the face ,” i

s signified to be averse to what is

celestial; to “return to the groun

d from whence he was taken,” i

s to relapse into the external ma

n, such as he was before regenera

tion; and “dust thou art, and un

to dust shalt thou return” signifi

es that he is condemned and infer

nal.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

을 것을 먹으리니’가 천

적인 것을 싫어하는 것임은, ‘먹을

것’이 상징하는 것을 보면 분명합니

다. That to “eat bread in the sw

eat of the face” signifies to be a

verse to what is celestial is evide

nt from the signification of “brea

d .”

‘먹을 것’은 천사들의 양식인 영적,

천적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

서 만일 이것이 없으면 천사들은 삶

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도

양식이 떨어지면 그런 것처럼 말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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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By “bread” is meant everyt

hing spiritual and celestial, which

is the food of the angels, on the d

eprivation of which they would cea

se to live as certainly as men dep

rived of bread or food.

천국의 천적, 영적인 것은 또한 지

상의 ‘먹을 것’과 상응하며, 이것으

로 천국의 많은 것들이 표현되고 있

음을 말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

니다. That which is celestial and s

piritual in heaven also correspond

s to bread on earth, by which mor

eover they are represented, as is

shown by many passages in the

Word.

주님으로부터 모든 천적, 영적인 것

이 나오기 때문에, 주님은 자신이

‘떡’이심을 요한복음에서 직접 가르

치십니다. That the Lord is “brea

d ,” because from him proceeds wh

atever is celestial and spiritual, h

e himself teaches in John: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

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요6:58) This is th

e bread that cometh down from

heaven; he that eateth of this b

read shall live to eternity. (Joh

n 6:58)

그래서 성찬(聖餐, the holy supper)

심볼들도 빵과 포도주로 정한 것이

고, Wherefore also bread and win

e are the symbols employed in th

e holy supper.

만나도 이 천적인 것을 표현하는 것

입니다. This celestial is also repr

esented by the manna.

천사들의 양식은 천적, 영적인 것으

로 되어 있다는 사실은 주님의 말

씀, That what is celestial and spir

itual constitutes the food of angels

is manifest from the Lord’s words: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

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4:4) Man s

hall not live by bread alone, bu

t by every word that proceedet

h out of the mouth of God, (Ma

tt. 4:4)

곧, 모든 천적, 영적인 것이 주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것을 볼 때 분명합

니다. that is, from the lif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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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rd, from which comes everythin

g celestial and spiritual.

[2] 홍수 직전까지 존재한, 지금 다

루고 있는, 태고 교회의 마지막 후

손은 감각 및 육체의 일에 너무도

철저히 잠긴 나머지 완전 사라져 버

릴 정도여서 신앙의 진리가 무엇인

지,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 혹은 주

님이 오셔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

라는 사실 등에 관해 더 이상 일체

귀 기울여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

니다. 그들은 이런 주제들이 언급될

때,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The las

t posterity of the most ancient ch

urch, which existed immediately b

efore the flood, and is here treate

d of, had become so thoroughly lo

st and immersed in sensuous and

bodily things, that they were no l

onger willing to hear what was th

e truth of faith, what the Lord wa

s, or that he would come and sav

e them; and when such subjects w

ere mentioned they turned away.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

으리니’는 바로 이런 혐오를 표현합

니다. This aversion is described b

y “eating bread in the sweat of

the face .”

그렇게 유대인들 역시 천적인 것들

의 존재를 인정하는 대신 오직 세속

적 메시아만을 원하는 그런 캐릭터

들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만나를 보

고는 혐오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

던 것입니다. 만나는 그들이 ‘하찮

은 음식’이라고 한, 주님의 표상이

었기 때문이며, 이런 이유로, 불뱀이

그들 가운데 왔습니다. (민21:5-6) S

o also the Jews, in consequence o

f their being of such a character t

hat they did not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heavenly things, and

desired only a worldly messiah, c

ould not help feeling an aversion f

or the manna, because it was a re

presentation of the Lord, calling it

“vile bread ,” on which account fie

ry serpents were sent among the

m (Num. 21:5, 6).

5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

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

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6여호

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

어 백성을 물게 하시므로 이스라

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민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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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역경과 비참이라는 상태로

그들에게 전달된 천적인 것들을 가

리켜, 그들은 울면서 말하기를, ‘역

경의 빵’, ‘비참의 빵’ 및 ‘눈물의

빵’이라 하였습니다. Moreover the

heavenly things imparted to them

in states of adversity and misery,

when they were in tears, were cal

led by them the “bread of advers

ity,” the “bread of misery,” and

the “bread of tears.”

앞의 구절에서, 혐오하면서 받은 것

을 가리켜,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

을 것을’이라 하고 있습니다. In the

passage before us, that which was

received with aversion is called th

e “bread of the sweat of the fac

e .”

이것은 속뜻입니다. This

is the internal sense.

글자의 뜻, 겉뜻에만 집중하는 사람

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를 사람은

자기가 먹을 것을 땅을 갈아 힘들게

구해야 한다는 것으로만 이해합니

다. He who keeps close to the let

ter, understands no other than tha

t man must procure bread for him

self out of the ground by labor, or

by the sweat of his face.

하지만 여기서 ‘사람’은 어떤 한 사

람이 아닌, 태고 교회를 말합니다.

‘땅’도 땅을, ‘빵’도 빵을, ‘동산’도 동

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천적 영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충분히

말씀드린 대로 말입니다. “Man” ho

wever does not here mean any on

e man, but the most ancient churc

h; nor does “ground” mean grou

nd, nor “bread” bread, nor “gard

en” garden, but celestial and spiri

tual things, as has been sufficientl

y shown.

‘그가 취함을 입은 흙으

로 돌아감’이 교회가 거

듭나기 전 상태였던 겉 사람으로 돌

아가는 것임이 분명한 것은 ‘흙’(gro

und)의 상징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겉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That by

“returning to the ground whenc

e he was taken” is signified that

the church would return to the ext

ernal man such as it was before r

egeneration, is evident from the fa

ct that “ground” signifies the ext

ernal man, as previously stated.

그리고 ‘흙’(dust)의 상징이 정죄를

277

278



창3:19, AC.275-279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111/167

받아 지옥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이

라는 사실 또한 뱀에 관해 들으신

말씀으로 분명한데요, 이 뱀은 저주

의 결과, ‘흙을 먹을지니라’라는 말

을 듣습니다. And that “dust” sign

ifies what is condemned and infer

nal is also evident from what was

said of the serpent, which in cons

equence of being cursed is said t

o “eat dust.”

‘흙’(dust)의 상징에 대해 거기서 볼

수 있었던 것 외에도, 시편에 나오

는 다음과 같은 구절들도 있는데요

In addition to what was there sho

wn as to the signification of “dus

t,” we may add the following pass

ages from David: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

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

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

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시22:29) All those who go down

to the dust shall bow before J e

hovah, and those whose soul he

hath not made alive. (Ps. 22:29)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

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

이다 (시104:29) Thou hidest thy f

aces, they are troubled; thou ta

kest away their breath, they ex

pire, and return to their dust,

(Ps. 104:29)

이 말씀은 사람들이 주님의 얼굴을

외면할 때 그들은 끝나거나 죽고,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즉 정죄를 받고 지옥과 같은 상태가

된다는 뜻입니다. which means that

when men turn away from the fac

e of the Lord, they expire or die,

and thus “return to the dust,” th

at is, are condemned and become

infernal.

일련의 시리즈 형식을

취하고 있는, 이 모든 말

씀에 들어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

니다. 감각 파트 때문에 천적인 것

을 외면하게 되었다는 것(14절): 주

께서 그들과 재결합하시기 위해 세

상에 오신다는 것(15절): 겉 사람이

스스로를 외면하는 결과, 전투가 일

어난다는 것(16절): 그래서 비참이

초래되었다는 것(17절): 정죄(18절):

그리고 결국은 지옥(19절): All thes

e verses then, taken in a series, i

nvolve that the sensuous part aver

ted itself from the celestial (verse

14); that the Lord would come 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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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the world for the purpose of reu

niting them (verse 15); that comb

at arose in consequence of the ext

ernal man averting itself (verse 1

6); whence resulted misery (verse

17); condemnation (verse 18); and

at length hell (verse 19).

이런 일들이 그 교회 안에서 네 번

째 후손부터 홍수 때까지 연달아 일

어났습니다. These things followed

in succession in that church, from

the fourth posterity down to the fl

ood.



창3:20-24, AC.280-286
‘창3:20-24 본문, 개요 및 배경’

113/167

창3:20-24

20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

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And the man

[ homo] called his wife ’s name

Eve, because she was the moth

er of all living. 21여호와 하나님

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

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And J eh

ovah God made for the man an

d for his wife coats of skin, and

clothed them. 22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

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

노라 하시고 And J ehovah God s

aid, Behold, the man is become

as one of us, knowing good and

evil; and now lest he put forth

his hand, and take also of the t

ree of lives, and eat, and live t

o eternity, 23여호와 하나님이 에

덴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Th

erefore J ehovah God sent him f

orth from the garden of Eden, t

o till the ground from which he

was taken. 24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

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

시니라 And he cast out the ma

n; and he made to dwell from t

he east toward the garden of E

den cherubim, and the flame of

a sword turning itself, to keep

the way of the tree of lives.

개요

여기서는 태고(太古) 교

회와, 태고 교회에서 떨

어져 나간(fell away) 사람들, 그러

니까 태고 교회의 끝인 홍수 때까지

로 이어지는 태고 교회 후손들 이야

기를 대략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The most ancient church, and thos

e who fell away, are here summar

ily treated of; thus also its posteri

ty down to the flood, when it expi

red.

20절은, 천적(天的, celes

tial)이었던, 그리고 주님

신앙의 생명으로 시작한, ‘하와’(Ev

e) 및 ‘모든 산 자의 어머니’라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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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태고 교회 이야기입니다. (20절)

Of the most ancient church which

was celestial, and from the life of

faith in the Lord, called “Eve,” an

d the “mother of all living.” (ver

se 20)

21절은, 천적 영적 선이

있었던 첫 번째 후손과,

자연적 선이 있었던 두 번째, 세 번

째 후손에 관한 내용인데, 그걸 ‘여

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

를 위하여 지으신 가죽옷’으로 상

징하고 있습니다. (21절) Of its first

posterity, in which there was cele

stial spiritual good; and of its sec

ond and third, in which there was

natural good, signified by the “co

at of skin which J ehovah God

made for the man and his wife.”

(verse 21)

22절은, 자연적 선이 소

멸되기 시작했던, 그리고

만일 이런 상태에서 그들이 신앙의

천적인 것들 안에서 새롭게 빚어지

거나 가르침을 받기라도 했었더라면

소멸되어 버리고 말았을 네 번째 후

손에 관한 내용으로, 그걸 ‘그가 그

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로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Of the fourth post

erity, in which natural good began

to be dissipated, and which, had t

hey been created anew or instruct

ed in the celestial things of faith,

would have perished, which is me

ant by, “Lest he put forth his ha

nd, and take also of the tree of

lives, and eat, and live to eter

nity.” (verse 22)

23절은, 다섯 번째 후손

에 관한 것으로, 이 후손

에 이르러는 드디어 모든 선과 진리

가 박탈되었고, 그리고 거듭남 이전

이었던 본래의 상태(창1:2)로 돌아갔

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

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의 의미가 이런 내용입니

다. (23절) Of the fifth posterity, w

hich was deprived of all good and

truth, and was reduced to the stat

e in which they had been previous

to regeneration, which is meant b

y his being “sent forth out of th

e garden of Eden to till the gr

ound from which he was taken.”

(verse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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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절은, 여섯 번째, 그리

고 일곱 번째 후손에 관

한 내용으로, 이들은 선과 진리에

관한 모든 기억-지식, 곧 머릿속 지

식으로만 알고 있던 것들마저 다 박

탈당했고, 그들의 본성에는 아주 더

러운 사랑들과 망상에 가까운 신념

들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

면, 이들로 말미암아 신앙에 관한

거룩한 것들이 모독을 당할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24절) Of the sixt

h and seventh posterities, in that

they were deprived of all memory

-knowledge of what is good and t

rue, and were left to their own fil

thy loves and persuasions; this be

ing provided lest they should prof

ane the holy things of faith, which

is signified by his being “driven

out, and cherubim being made

to dwell at the garden, with th

e flame of a sword, to keep the

way of the tree of lives.” (verse

24)

배경

이 장과 앞의 장들, 그리

고 지금 보고 있는 이

절들에 이르기까지 다루어지고 있는

내용은 태고 시대 사람들과 그들의

거듭남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들짐

승처럼 살았던 사람들에 관한 내용

입니다. 그들은 그러나 결국 영적인

사람들이 되었지요; 그 다음은 천적

인간이 된 사람들에 관한 내용입니

다. 태고 교회를 구성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그 뒤에 사라진

사람들과 그들의 자손들, 차례대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후손들과

홍수 때까지 이른 그들의 계승자들

에 관한 내용입니다. This and the

preceding chapters, down to the v

erses now under consideration, tr

eat of the most ancient people an

d of their regeneration; first, of th

ose who lived like wild animals, b

ut at length became spiritual me

n; then of those who became celes

tial men, and constituted the most

ancient church; afterwards of those

who fell away, and their descenda

nts, in regular order through the f

irst, second, and third posterities

and their successors, down to the

flood.

이 장을 포함, 이어지는 절들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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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태고 교회의 사람이 형성된 때

부터 홍수 때까지 이 기간에 일어난

일들에 대한 개요를 만나게 됩니다;

즉, 이것이 앞서 다룬 모든 내용, 곧

창세기 맨 앞 첫 세 장의 결론입니

다. In the verses following, which

conclude the chapter, we have a r

ecapitulation of what occurred fro

m the period when the man of the

most ancient church was formed,

until the flood; thus it is a conclu

sion to all that goes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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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3:20-24

20절,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 자

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Verse 20,

And the man [ homo] called his

wife ’s name Eve, because she

was the mother of all living.

※ 20절 속뜻

보통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태고교회는 천인(天人))이었으며, 주

님 신앙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생명

을 가졌다 하여 하와라고도 부르는,

주님의 아름다운 꽃다운 신부된 첫

교회, 모든 교회의 어머니된 교회였

습니다.

여기 ‘아담’(man, 사람, h

omo)은 태고(太古) 교회

人, 혹은 천인(天人, the celestial m

an)을, ‘아내’와 ‘모든 산 자의 어머

니’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By the

“man” [homo] is here meant the

man of the most ancient church, o

r the celestial man, and by the “w

ife” and the “mother of all livin

g” is meant the church.

그녀를 가리켜 ‘어머니’라 하는 이

유는 첫 교회였기 때문이며, ‘산’(livi

ng)은 생명 그 자체이신 주님 신앙

을 소유한 결과입니다. She is calle

d “mother,” as being the first chu

rch; and “living,” in consequence

of possessing faith in the Lord, w

ho is life itself.

‘아담’이 태고 교회인, 혹

은 천인을 의미한다는

것은 앞서 277번 글에서 보여드렸습

니다. 그리고 동시에 주님 홀로 사

람이시라는 것(AC.49)과, 주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천인은 사람이라는

것, 그 이유는 주님을 닮았기(likene

ss) 때문(AC.50-51)이라는 것 또한

보여드렸습니다. That by “man” is

meant the man of the most ancien

t church, or the celestial man, wa

s previously shown; and at the sa

me time it was also shown that th

e Lord alone is man, and that fro

m him every celestial man is ma

n, because in his likeness.

※ 49번 글에 의하면, 태고 교회 사

람들은 자기들에게 ‘사람’으로 오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히 자기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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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라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경외감을 오늘을 사는 우리도

꼭 좀 다시 되살렸으면 좋겠습니다.

※ 50번, 51번 글에 의하면, 왜 주님

이 자신을 가리켜 ‘인자’(The Son o

f Man)이라 하셨는지를, 그리고 ‘형

상’(image)과 ‘모양’(likeness)의 차

이를, 형상은 모양을 담는 그릇이요,

영적 인간은 천적 인간을 담는 그릇

이라는 설명으로 각각 알려주고 있

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외나 차별 없이 그

교회의 모든 멤버를 가리켜 ‘사람’이

라 하였고, 결국은 그 외모가 사람

처럼 보이는 누구에게나 다 이 이름

이 적용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짐

승과 구별한다는 이유로 말이지요.

Hence every member of the churc

h, without exception or distinction,

was called a “man,” and at length

this name was applied to anyone

who in body appeared as a man, t

o distinguish him from beasts.

또 ‘아내’가 교회, 가장

광의(廣義, in the univer

sal sense)로는 천국들과 땅 위 주

님의 왕국을 의미한다는 것은 위에

서 이미 보여드렸으며, 이로부터 ‘어

머니’ 역시 같은 의미라는 사실이

이어집니다. It has also been show

n above that by “wife” is meant t

he church, and in the universal se

nse the kingdom of the Lord in th

e heavens and on earth; and from

this it follows that the same is me

ant by “mother.”

말씀에 보면, 굉장히 자주 교회를

가리켜 ‘어머니’라고 합니다. 이사야

처럼 말입니다. In the Word the ch

urch is very frequently called “mo

ther,” as in Isaiah: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가 너희의 어미를 내보낸 이혼 증

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채주

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라 너희

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

렸고 너희의 어미는 너희의 배역

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

니라 (사50:1) Where is the bill o

f your mother ’s divorcement? (I

sa. 50:1)

예레미야에서는 In Jeremiah: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

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

들 가운데의 마지막과 광야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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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렘50:12) Your mother is greatly

ashamed; she that bare you wa

s suffused with shame. (Jer. 50:

12)

에스겔에서는 In Ezekiel:

너는 그 남편과 자녀를 싫어한 어

머니의 딸이요 너는 그 남편과 자

녀를 싫어한 형의 동생이로다 네

어머니는 헷 사람이요 네 아버지

는 아모리 사람이며 (겔16:45) Tho

u art thy mother ’s daughter tha

t loathed her man and her son

s; your mother was a H ittite , a

nd your father an Amorite , (Ez

ek. 16:45)

여기 ‘남편’[vir]은 주님과 천적인 모

든 것을, ‘자녀’는 신앙의 진리들을,

‘헷’은 거짓된 것을, ‘아모리’는 악한

것을 가리킵니다. where “man” [vi

r] denotes the Lord and all that i

s celestial; “sons,” the truths of f

aith; a “H ittite ,” what is false: an

d an “Amorite ,” what is evil.

같은 책에서 In the same:

네 피의 어머니는 물 가에 심겨진

포도나무 같아서 물이 많으므로

열매가 많고 가지가 무성하며 (겔1

9:10) Thy mother is like a vine

in thy likeness, planted near th

e waters; she was fruitful and f

ull of leaves because of many w

aters. (Ezek. 19:10)

여기 ‘어머니’는 고대교회를 가리킵

니다. Here “mother” denotes the

ancient church.

‘어머니’라는 말은 태고교회에 더

특별히 해당되는데요, 첫 교회였고,

천적이었던 유일한 교회였으며, 그

래서 주님에게 그 어떤 다른 교회보

다도 더 사랑스러웠던 교회였기 때

문입니다. The term “mother” is

more especially applicable to the

most ancient church, because it w

as the first church, and the only o

ne that was celestial, and therefor

e beloved by the Lord more than

any other.

생명 그 자체이신 주님

신앙을 가진 결과, 그녀

를 일컬어 ‘모든 산 자의 어머니’라

고 한 것 역시 이미 지금까지 보여

드린 사실들로 분명합니다. That sh

e was called the “mother of all li

ving” in consequence of possessin

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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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faith in the Lord, who is life its

elf, is also evident from what has

been already shown.

만물의 생명이신 분으로 말미암는

생명 말고 무슨 다른 생명은 있을

수 없습니다 (AC.2). 또 생명 되신

주님 신앙을 통한 생명 말고 무슨

다른 생명이라는 것도 (AC.30.2), 주

님을 제외, 그래서 그 안에 생명이

신 주님이 안 계시는 그런 신앙이라

는 것도 역시 있을 수 없습니다 (A

C.41). There cannot be more than

one life, from which is the life of

all, and there can be no life, whic

h is life, except through faith in th

e Lord, who is the life, nor can th

ere be faith in which is life, excep

t from him, consequently unless h

e is in it.

이런 이유로 말씀에서 주님 홀로

‘살아 계신’(living)으로 일컬음을 받

으시며, ‘살아 있는 여호와’(the liv

ing Jehovah)라는 이름으로 불리십

니다 (렘5:2; 12:16; 16:14, 15; 23:7;

겔5:11). On this account, in the W

ord, the Lord alone is called “livi

ng,” and is named the “living J e

hovah” (Jer. 5:2; 12:16; 16:14, 15;

23:7; Ezek. 5:11);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렘5:2) And though the

y say, J ehovah lives; still they

promise falsely. (Jer. 5:2)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 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렘1

2:16) And it shall be, if learnin

g they shall learn the ways of

My people, to promise by My

name, Living J ehovah, as they

taught My people to promise b

y Baal, then shall they be built

in the midst of My people. (Je

r. 12:16)

14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

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

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

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15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

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

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

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

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리라 (렘16:14-15)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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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hold, the days come, says J e

hovah, that it shall no more be

said, J ehovah lives, who brough

t up the sons of I srael out of t

he land of Egypt; but, J ehovah

lives, who brought up the sons

of I srael from the land of the n

orth, and from all the lands whi

ther H e had compelled them; a

nd I will return them onto thei

r ground that I gave unto their

fathers. (Jer. 16:14-15)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

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

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렘23:7) There

fore, behold, the days come, sa

ys J ehovah, that they shall no

more say, J ehovah lives, who b

rought up the sons of I srael ou

t of the land of Egypt; (Jer. 23:

7)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

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

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

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

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겔5:11) Therefore, as I l

ive, says the Lord J ehovih, sha

ll it not be, because thou hast

defiled My sanctuary with all t

hy detestable things, and with

all thine abominations, that eve

n I shall diminish thee; and M

y eye shall not spare, and even

I will not have pity. (Ezek. 5:1

1)

‘영생하시는 이’로도 (단4:34; 계4:1

0; 5:14; 10:6); “he that liveth to

eternity” (Dan.4:34; Rev. 4:10; 5:

14; 10:6);

그 기한이 차매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

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

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

로다 (단4:34) And at the end of

the days I , Nebuchadnezzar, lif

ted up my eyes to the heavens,

and my knowledge returned to

me, and I blessed the Most H i

gh and I praised and honored

H im who lives to eternity, who

se dominion is an eternal domi

nion, and H is kingdom is with

generation and generation;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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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4:34)

이십사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 계

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

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계4:

10) the twenty and four elders f

ell down before H im who sat o

n the throne, and worshiped H i

m who lives for ages of ages, a

nd cast their crowns before the

throne, saying, (Rev. 4:10)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

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계5:14)

And the four animals said, Am

en. And the twenty four elders

fell down and worshiped H im w

ho lives for ages of ages. (Rev.

5:14)

세세토록 살아 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

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

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

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계10:6)

and swore by H im who lives fo

r ages of ages, who created he

aven, and the things in it, and

the earth, and the things in it,

and the sea, and the things in i

t, that time shall be no longer.

(Rev. 10:6)

‘생명의 원천’ (시36:9); the “founta

in of life” (Ps. 36:9);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

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36:9) For with Thee

is the spring of lives; I n Thy li

ght shall we see light. (Ps. 36:

9)

‘생수의 근원’으로도 불리십니다.

(렘17:13) the “fountain of living

waters.” (Jer. 17:13)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

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

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

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

림이니이다 (렘17:13) O J ehovah,

the hope of I srael, all who fors

ake Thee shall be ashamed, an

d they who turn aside away fro

m Me shall be written in the e

arth, for they have forsaken J eh

ovah, the spring of living water

s. (Jer. 17:13)

천국(주님에 의해 또는 주님으로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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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암아 사는 곳)을 일컬어 ‘산 자의

땅’이라 합니다 (사38:11; 53:8; 겔2

6:20; 32:23–27, 32; 시27:13; 52:5; 1

42:5). Heaven (which lives by or f

rom him) is called the “land of t

he living.” (Isa. 38:11; 53:8; Eze

k. 26:20; 32:23–27, 32; Ps. 27:13;

52:5; 142:5)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

호와를 뵈옵지 못하리니 산 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뵈옵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거민 중에

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

라 하였도다 (사38:11) I said, I s

hall not see J ah, J ah in the lan

d of the living! I shall not look

on man any more with the inha

bitants of the world! (Isa. 38:11)

그는 곤욕과 심문을 당하고 끌려

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

기를 그가 살아 있는 자들의 땅에

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53:8) From restraint and fro

m judgment H e was taken; and

who shall contemplate H is gene

ration? For H e was severed fr

om the land of the living; on a

ccount of the transgression of

My people a plague was upon

H im; (Isa. 53:8)

내가 너를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

와 함께 내려가서 옛적 사람에게

로 나아가게 하고 너를 그 구덩이

에 내려간 자와 함께 땅 깊은 곳

예로부터 황폐한 곳에 살게 하리

라 네가 다시는 사람이 거주하는

곳이 되지 못하리니 살아 있는 자

의 땅에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라

(겔26:20) and I shall bring thee

down with those who go down i

nto the pit, to the people of an

age, and shall cause thee to dw

ell in the lower earth, as in wa

ste places of an age, with those

who go down into the pit, so th

at thou not be dwelt in; and I

shall put elegance in the land o

f the living; (Ezek. 26:20)

23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

들어졌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

에 있음이여 그들은 다 죽임을 당

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하

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

렵게 하던 자로다 whose graves

are put in the flanks of the pit,

and her assembly is around her

grave; all of them slain, fallen

by the sword, who put dismay i

n the land of the living. 24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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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엘람이 있고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음이여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

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

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

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Elam is

there, and all her crowd around

her grave, all of them slain, fal

len by the sword, who have gon

e down uncircumcised to the lo

wer earth, who put their disma

y in the land of the living; and

they have borne their humiliati

on with those who go down to t

he pit. 25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

하여 죽임을 당한 자 가운데에 침

상을 놓았고 그 여러 무덤은 사방

에 있음이여 그들은 다 할례를 받

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

다 그들이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

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

치를 당하고 죽임을 당한 자 가운

데에 뉘었도다 They have put a

bed for her in the midst of the

slain with all her crowd; her gr

aves are all around him, all of

them uncircumcised, slain by th

e sword, for their dismay was

put in the land of the living, bu

t they have borne their humilia

tion with them that go down to

the pit. H e is put in the midst

of the slain. 26거기에 메섹과 두

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

러 무덤은 사방에 있음이여 그들

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으나 M eshech is there, Tub

al, and all her crowd; her grav

es are all around him, all of th

em uncircumcised, pierced by t

he sword, for they put their dis

may in the land of the living. 27

그들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가운

데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무기를 가지고 스올

에 내려가서 자기의 칼을 베개로

삼았으니 그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음이여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

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

다 And they shall not lie with t

he mighty who are fallen of the

uncircumcised, who are gone d

own to hell with their weapons

of war; and they have put their

swords under their heads, but t

heir iniquities shall be on their

bones, as they were the dismay

of the mighty in the land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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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ing. (겔32:23-27 Ezek. 32:23-2

7)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

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

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

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

씀이니라 (겔32:32) For I have p

ut My dismay in the land of th

e living; and he shall be laid d

own in the midst of the uncircu

mcised with them that are slain

with the sword, even P haraoh a

nd all his multitude, says the L

ord J ehovih. (Ezek. 32:32)

그리고 주님 신앙 안에 있는 사람들

을 가리켜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

고’라 합니다. 시편에서처럼, And th

ose are called “living” who are in

faith in the Lord; as in David: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

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

는 주시로다 (시66:9) Who putteth

our soul among the living. (Ps.

66:9)

그리고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을 일

컬어 ‘생명책에’(시69:28; 계13:8; 17:

8; 20:15) 있다 합니다. And those

who possess faith are said to be

“in the book of lives”(Ps. 69:28),

and “in the book of life .”(Rev. 1

3:8; 17:8; 20:15)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

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시

69:28) Let them be wiped out of

the Book of Lives, And not be

written with the just. (Ps. 69:28)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

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계13:8) And

all who dwell on the earth shall

worship him, whose names are

not written in the book of life o

f the Lamb slain from the found

ing of the world. (Rev. 13:8)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

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

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

랍게 여기리라(계17:8) The beast

that thou sawest was and is no

t, and is about to come up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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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abyss, and to go away in

to destruction; and they who d

well on the earth shall marvel,

whose names were not written

on the book of life from the fou

nding of the world, looking at t

he beast that was and is not, a

nd yet is. (Rev. 17:8)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20:15)

And if anyone was not found wr

itten in the book of life , he was

cast into the lake of fire . (Rev.

20:15)

그래서 또한 주님 신앙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살리시며’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호6:2; 시85:6) Wherefor

e also those who receive faith in

him are said to be “made alive.”

(Hos. 6:2; Ps. 85:6)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

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

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

라 (호6:2) After two days H e wi

ll make us live; in the third da

y H e will raise us up, and we

shall live before H im. (Hos. 6:2)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

니하시겠나이까 (시85:6) Wilt Tho

u not return, wilt Thou not ma

ke us live, That Thy people ma

y be glad in Thee? (Ps. 85:6)

다른 한편으로, 신앙 안에 있지 않

은 사람들을 일컬어서는 ‘죽은 상

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에 보

면, On the other hand it follows th

at those who are not in faith are

called “dead”; as in Isaiah:

그들은 죽었은즉 다시 살지 못하

겠고 사망하였은즉 일어나지 못할

것이니 이는 주께서 벌하여 그들

을 멸하사 그들의 모든 기억을 없

이하셨음이니이다 (사26:14) The d

ead shall not live; the Rephaim

shall not rise again, because th

ou hast visited and destroyed t

hem, (Isa. 26:14)

자아 사랑으로 부풀어 오른 사람들

을 의미하면서 말입니다. ‘다시 사

는 것’은 생명 안으로 들어감을 말

합니다. meaning those who are pu

ffed up with the love of self; to “r

ise again” signifies to enter into

life.

그들은 또한 ‘칼에 죽임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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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말을 듣습니다. (겔32:23–26,

28–31) They are also said to be

“pierced.” (Ezek. 32:23–26, 28–3

1)

※ 23절로 26절은 앞 인용구절 참조

28오직 너는 할례를 받지 못한 자

와 함께 패망할 것임이여 칼에 죽

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And thou shalt be broken in th

e midst of the uncircumcised, a

nd shalt lie with those slain by

the sword. 29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음이여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죽임

을 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

와 함께 누우리로다 There is Ed

om, her kings, and all her chief

s, which with their might are p

ut with those slain by the swor

d; they shall lie with the uncirc

umcised, and with those who g

o down to the pit. 30거기에 죽임

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

음이여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

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

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

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There b

e the princes of the north, all o

f them, and all the Z idonians,

who have gone down with the s

lain; by their dismay they are

ashamed of their might; and th

ey lie uncircumcised with those

slain by the sword, and bear th

eir humiliation with those who

go down to the pit. 31바로가 그

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말미암

아 위로를 받을 것임이여 칼에 죽

임을 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니라 P haraoh shall see them, a

nd shall comfort himself over al

l his crowd; P haraoh and all hi

s host are slain by the sword,

says the Lord J ehovih. (겔32:28-

31 Ezek. 32:28–31)

그들은 또한 주님에 의해서도 ‘죽은

상태’라는 말을 듣습니다. (마4:16;

요5:25; 8:21, 24, 51, 52) They are

also called “dead” by the Lord.

(Matt. 4:16; John 5:25; 8:21, 24, 5

1, 52)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

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마4:16) the people who sat i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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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kness saw great light; and to

them who sat in the country an

d shadow of death, light has ris

en. (Matt. 4:16)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

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 때

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요5:25)

Amen, amen, I say to you, that

an hour comes, and now is, wh

en the dead shall hear the voic

e of the Son of God, and they

who hear shall live. (John 5:25)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

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요8:21) Then J es

us said again to them, I go, an

d you shall seek Me, and shall

die in your sin. Whither I go,

you cannot come. (John 8:21)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

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

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

운데서 죽으리라 (요8:24) I said t

hen to you that you shall die in

your sins; for unless you believ

e that I am, you shall die in yo

ur sins. (John 8:24)

51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

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Amen, a

men, I say to you, I f anyone ke

ep My word, he shall not behol

d death for eternity. 52유대인들

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

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

지 아니하리라 하니 Then the J e

ws said to H im, Now we know

that Thou hast a demon. Abrah

am is dead, and the prophets,

and Thou sayest, I f anyone kee

p My word, he shall not taste

death into the ages. (요8:51, 52

John 8:51, 52)

지옥 또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

25:8; 28:15) Hell also is called “d

eath.” (Isa. 25:8; 28:15)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사25:8) H

e shall swallow up death perpet

ually; and the Lord J ehovih 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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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wipe away the tear from all t

he faces; and the reproach of H

is people shall H e remove from

all the earth; for J ehovah has s

poken. (Isa. 25:8)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

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

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

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

는도다 (사28:15) for you have sai

d, We have cut a covenant with

death, and with hell have we m

ade a vision; when the whip of

inundation passes through, it s

hall not come to us; for we will

set a lie as our protection, and

in falsity will we hide ourselve

s. (Isa. 28:15)

이 절에서는 맨 처음 시

대를 설명하면서, 교회를

천국 결혼을 대표하는 젊음의 꽃으

로 그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교회는 일종의 결혼으로 묘사되며,

이름하여 ‘하와’(Eve)라 하는데, 이

는 ‘생명’(life)을 의미하는 말에서

나온 것입니다. In this verse is de

scribed the first time, when the ch

urch was in the flower of her yout

h, representing the heavenly marri

age, on which account she is desc

ribed by a marriage, and is called

“Eve,” from a word meaning “lif

e .”

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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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3:20-24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Verse 21, And J ehov

ah God made for the man and f

or his wife coats of skin, and cl

othed them.

※ 21절 속뜻

주님은 태고교회와 그 초기 후손들

을 영적 자연적 선으로 가르치셨습

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그들

을 영적 자연적 선(spiri

tual and natural good)으로 가르치

셨다는 것입니다. ‘지어’, ‘입히시니

라’는 주님이 그들을 가르치셨음을,

‘가죽옷’은 영적, 자연적 선을 표현

합니다. These words signify that t

he Lord instructed them in spiritu

al and natural good; his instructin

g them is expressed by “making”

and “clothing,” and spiritual and

natural good, by the “coat of ski

n.”

겉 글자로는 도저히 위

말씀이 이런 의미로 보

이지는 않으실 겁니다. 하지만 분명,

여기엔 어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여호와 하나

님이 그들을 위해 정말로 가죽옷을

지으셨다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쯤

은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It could never appear fro

m the letter that these things are

signified; and yet there is evident

ly here enfolded some deeper me

aning, for everyone must be awar

e that Jehovah God did not make

a coat of skin for them.

속뜻에 관한 어떤 계시

도, 그리고 말씀 내 유사

표현들이 나오는 여러 일련의 비교

구절들 없이도 사람들이 이 ‘가죽

옷’을 보고는 ‘이것은 영적 자연적

선을 상징하고 있다.’ 할 거라는 것

또한 거의 불가능할 게 분명합니다.

Neither would it be evident to an

yone that a “coat of skin” signifie

s spiritual and natural good, exce

pt by a revelation of the internal

sense, and a subsequent comparis

on of passages in the Word where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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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 expressions occur.

여기 ‘가죽’(skin)이라는 일반적인

용어가 사용되고 있지만, 새끼염소

나 양, 또는 숫양의 가죽으로 이해

가 되는데요, 말씀에서 이들 동물들

은 선이나 체어리티(charity, 이웃

사랑) 관련 어펙션(affection, 애정)

을, 그리고 희생양이 상징했던 것과

똑같이 체어리티에 관한 것을 상징

합니다. The general term “skin” i

s here used, but that of a kid, she

ep, or ram, is understood, which

animals in the Word signify affecti

ons of good, charity, and that whi

ch is of charity, as was likewise si

gnified by the sheep used in the s

acrifices.

체어리티의 선, 곧 영적 자연적 선

을 가진 사람들을 ‘양’이라고 하며,

그래서 주님도 ‘양의 목자’시라 하

고, 체어리티의 사람들을 그분의

‘양’이라 하지요. 다들 아시는 것처

럼 말입니다. Those are called “sh

eep” who are endowed with the g

ood of charity, that is, with spiritu

al and natural good, and hence th

e Lord is called the “shepherd of

the sheep,” and those who are en

dowed with charity are called his

“sheep,” as everybody knows.

태고인(太古人)들을 일컬

어 ‘가죽으로 지은 옷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

들이 ‘벌거벗은 사람들’(naked)이었

기 때문입니다. 이노센스(innocence,

순진무구)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지

요.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에게 있던

이 이노센스를 잃어버렸고, 그러자

자신들이 악 가운데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역시 ‘벌거벗음’(nak

edness)이기 때문입니다. The reaso

n why they are said to be “clothe

d with a coat of skin,” is that th

e most ancient people were said t

o be “naked,” on account of their

innocence; but when they lost thei

r innocence they became consciou

s that they were in evil, which als

o is called “nakedness.”

(태고인들의 스피킹 방식에 맞춰)

모든 일이 상호 긴밀히 실제로 일어

난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 그들은 ‘벗은 채로 있게 될까

봐 주님이 자기들에게 옷을 입히

셨다’ 라고 합니다. 악 가운데 있는

것은 벗은 채로 있는 것입니다. Tha

t all things might appear to coher

e historically (in accordance with

the way of speaking of the most a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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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ient people), they are here said

to be “clothed lest they should

be naked,” or in evil.

그들이 영적 자연적 선 가운데 있음

이 분명한 것은 그들에 관한 언급인

위 본 장 1절로 13절까지 내용과,

그것이 여기 ‘여호와 하나님이 그

들을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

셨다’는 내용과 연관되는 것을 보면

분명합니다. 여기서는 그 교회의 첫

번째, 그리고 더욱 특별히는 두 번

째, 세 번째 후손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인데, 이들은 그런 선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Their be

ing in spiritual and natural good i

s evident from what was remarke

d above concerning them, from ve

rse 1 to 13 of this chapter, as wel

l as from its being here related t

hat “J ehovah God made them a

coat of skin, and clothed them”;

for it here treats of the first—and

more especially of the second and

third—posterities of the church, w

ho were endowed with such good.

염소의 새끼, 양, 염소,

해달 및 숫양이 영적 자

연적 선을 상징한다는 건 말씀에서

야곱이 나오는 데와 또 궤(the ark)

가 나오는 데의 속뜻을 보면 분명합

니다. That the skins of kids, shee

p, goats, badgers, and rams signif

y spiritual and natural goods, is e

vident from the internal sense of t

he word, where Jacob is treated o

f, and also where the ark is treate

d of.

야곱의 경우, ‘에서의 의복으로 옷

입혀졌고’, 그의 손과 목 매근매끈

한 곳에는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대신했으며, 이삭이 그 향취를 맡았

을 때, ‘내 아들의 향취는 밭의 향

취로다’ 하였습니다. (창27:15, 16, 2

7) Of Jacob it is said that he was

“clothed with the raiment of Es

au,” and on his hands and on his

neck, where he was naked, “with

skins of kids of the goats,” and

when Isaac smelled them, he said,

“the smell of my son is as the

smell of a field.” (Gen. 27:15, 16,

27)

15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

게 입히고 16또 염소 새끼의 가죽

을 그의 손과 목의 매끈매끈한 곳

에 입히고 (창27:15, 16)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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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

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

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

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창27:27)

이 가죽들이 영적 자연적 선을 상징

한다는 것은 주님의 허락으로 해당

부분(AC.3540)을 다룰 때 보시게 됩

니다. That these skins signify spir

itual and natural goods, will of th

e Lord’s Divine mercy be seen in

that place.

궤와 관련, 성막의 덮개는 ‘숫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으로’ 만들었다

고 합니다. (출26:14; 36:19) Of the

ark it is said that the covering of

the tent was “of rams’ skins and

badgers’ skins,” (Exod. 26:14; 3

6:19)

붉은 물 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막

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

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출26:

14; 36:19)

그리고 그들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증거궤를 ‘해달의 가

죽’으로 덮고, 같은 식으로 상과 대

접들, 등잔대와 그릇들, 금제단, 그

리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에 쓰는

그릇들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민4:6–14) and that when they set

forward Aaron and his sons cover

ed the ark with a covering “of ba

dgers’ skins,” and likewise the t

able and its vessels, the candlestic

k and its vessels, the altar of gol

d, and the vessels of ministry and

of the altar. (Num. 4:6–14)

6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7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

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8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9청색 보

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 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

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10등

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

죽 덮개 안에 넣어 메는 틀 위에

두고 11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12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에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

로 덮어 메는 틀 위에 두고 13제단

의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

색 보자기를 펴고 14봉사하는 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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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

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

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꿸 것이며 (민4:6-14)

이 가죽들이 영적 자연적 선을 상징

한다는 것 또한 주님의 허락하심으

로 해당 부분에서 보시게 됩니다.

궤, 성막 혹은 장막 안에 있던 것들

은 그게 무엇이었던지 간에, 네, 아

론이 입은 거룩한 옷 위에 있던 것

들 또한 그게 무엇이었던지 간에 사

실은 천적 영적인 것을 상징하였고,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 하나도 그

나름의 고유한 표상(表象, represent

ation)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없었

기 때문입니다. Of the Lord’s Divi

ne mercy it will in that place also

be seen that these skins signify s

piritual and natural good, for what

ever was in the ark, the tabernacl

e, or the tent, yea, whatever was

upon Aaron when clothed with the

garments of holiness, signified wh

at is celestial spiritual, so that the

re was not the least thing that ha

d not its own representation.

천적 선은 옷을 입지 않

습니다. 가장 내적이며,

천진(天眞, innocent)하기 때문입니

다. 천적 영적 선은 옷을 입는 첫

번째 선이며, 그 다음은 자연적 선

입니다. 이들은 더 외적이기 때문인

데 이런 이유로, 이들 선은 ‘옷’(gar

ments)에 비유되며, 이들 선을 ‘옷’

이라 합니다. 에스겔, 고대교회에 대

한 말씀입니다. Celestial good is n

ot clothed, because it is inmost, a

nd is innocent; but celestial spirit

ual good is that which is first clot

hed, and then natural good, for th

ese are more external, and on tha

t account are compared to and ar

e called “garments”; as in Ezeki

el, speaking of the ancient church:

수 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

신을 신기고 가는 베로 두르고 모

시로 덧입히고 (겔16:10) I clothed

thee with broidered work, and

shod thee with badger, I girde

d thee about with fine linen, an

d I covered thee with silk. (Ez

ek. 16:10)

이사야에서 In Isaiah: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네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

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

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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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사52:1)

P ut on thy beautiful garments,

O J erusalem, the city of holine

ss. (Isa. 52:1)

계시록에서 In Revelation:

4그러나 사데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네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

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5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

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

서 시인하리라 (계3:4–5) Who ha

ve not defiled their garments,

and they shall walk with me in

white , for they are worthy, (Re

v. 3:4–5)

4장 4절에서도 ‘흰옷을 입은’ 이십

사 장로들에 대해 똑같이 말하고 있

습니다. where it is likewise said o

f the four and twenty elders that t

hey were “clothed in white raim

ent.” (4:4)

또 보좌에 둘려 이십사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이십사 장로

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계4:4)

그래서 천적 영적 및 자연적인 더

외적인 선들이 ‘옷’입니다. 또한 이

런 이유로, 체어리티의 선들을 가진

사람들은 천국에서는 광채 나는 옷

을 입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아직 몸 안이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은 것으로 대신하는

것입니다. Thus the more external

goods, which are celestial spiritua

l, and natural, are “garments”; w

herefore also those who are endo

wed with the goods of charity app

ear in heaven clothed in shining g

arments; but here, because still in

the body, with a “coat of sk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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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3:20-24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V

erse 22, And J ehovah God said,

Behold, the man is become as

one of us, knowing good and e

vil; and now lest he put forth h

is hand, and take also of the tr

ee of lives, and eat, and live to

eternity,

※ 22절 속뜻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칭호는 주님

을 상징할 때는 단수로, 천국을 상

징할 때는 복수로 표기되며, 태고교

회의 이 네 번째 후손은 신앙의 신

비를 배워서는 안 되는데 만일 그렇

지 않으면 이들은 영원히 소멸되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 여기 나오는 ‘우리’는 주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하는 천사들을 말하

며, 지혜와 지성을 가진 천적 인간

이 된 이들 후손은 오직 천사들하고

만 비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신앙의 신비를 아는 것과 인정하

는 것의 문제입니다. 알고는 있는데

인정은 안 하는 사람들은 신성모독

을 할 수 없으니 이런 관점으로 보

면 그나마 나름 안전합니다. 그러나

인정까지 해 놓고 나중에 부인하는

사람들은 신성모독의 사람이 되며,

그 결과 그의 속 사람은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고, 늘 신앙과 세속이

뒤섞여있는 상태가 되어 지옥 중에

서도 상(上) 지옥 상태로 영원을 보

내게 됩니다. 주님은 이를 막으시고

자 유대인들에게는 일체 계시를 허

락하시지 않은 것입니다. 유대인들

은 그 타고난 성품이 신성모독의 유

전자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태고교

회 후손들은 바로 이런 운명을 자초

했습니다. 그래서 종말을 맞이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노아

의 홍수’로 표현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처음

엔 단수로(in the singul

ar), 그리고 나중엔 복수로(in the pl

ural number) 언급되는 이유는 ‘여

호와 하나님’으로 주님을, 그리고

동시에 천사들의 천국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The reason “J ehovah

God” is first mentioned in the sin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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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lar, and afterwards in the plural

number, is that by “J ehovah Go

d” is meant the Lord, and at the

same time the angelic heaven.

그가 ‘선악을 알게 되었다’는 것은

그가 천적 인간이 되었고(天的, had

become celestial), 그래서 지혜와

지성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며, ‘그

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무 열

매도 따먹을까’라는 것은 그가 절대

신앙의 신비들을 배워서는 안 된다

는 말입니다. 만일 그리되면 그는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인데,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영생’(live to

eternity)의 의미입니다. The man’s

“knowing good and evil” signifie

s that he had become celestial, an

d thus wise and intelligent; “lest

he put forth his hand, and take

also of the tree of lives” means

that he must not be instructed in

the mysteries of faith, for then ne

ver to all eternity could he be sav

ed, which is to “live to eternity.”

여기엔 두 가지 아케이

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는, ‘여호와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

고 동시에 천국을 상징한다는 것이

며, 두 번째는, 그들에게 신앙의 신

비를 가르치게 되면 그들은 영원히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Here are tw

o arcana: first, that “J ehovah Go

d” signifies the Lord, and at the s

ame time heaven; secondly, that h

ad they been instructed in the my

steries of faith they would have pe

rished eternally.

첫 번째 아케이나인 ‘여

호와 하나님’이 주님과,

그리고 동시에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과 관련, 말씀을 보면 늘 어떤 비

밀스런 이유로, 주님을 어떨 때는

단지 ‘여호와’로만, 어떨 때는 ‘여호

와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여호와’

와 그리고 ‘하나님’으로, 어떨 때는

‘주 여호와’로, 어떨 때는 ‘이스라엘

의 하나님’으로, 그리고 어떨 때는

‘하나님’으로만 부르고 있다는 걸

관찰할 수 있습니다. As regards th

e first arcanum—that by “J ehovah

God” is meant the Lord and at th

e same time heaven—it is to be o

bserved that in the Word, always

for a secret reason, the Lord is s

ometimes called merely “J ehova

h,” sometimes “J ehovah God,” so

metimes “J ehovah” and then “Go

d,” sometimes the “Lord J ehovi

h,” sometimes the “God of I srae

299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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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and sometimes “God” only.

그래서 보면 창세기 첫 장, 거기 ‘우

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는 복수 표현이 나오는 데

서는 ‘하나님’으로만 일컬음을 받으

시는 반면, 천적 인간을 다루는 다

음 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일컬음을 받으십니다. Thus in the f

irst chapter of Genesis, where it i

s also said, in the plural, “Let us

make man in our image,” he is

called “God” only, and he is not c

alled “J ehovah God” until the foll

owing chapter, where the celestial

man is treated of.

그는 ‘여호와’라 일컬음을 받으십니

다. 그는 홀로 계시고 혹은 사시고,

그래서 만물이 비롯되는 에센스(fro

m essence)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

고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십니

다. 전능하시며, 그래서 만물이 비롯

되는 능력(from power)이시기 때문

입니다. 말씀에서 이런 구분들이 있

는 데를 보면 분명합니다. (사49:4,

5; 55:7; 시18:2, 28, 29, 31; 31:14)

He is called “J ehovah” because h

e alone is or lives, thus from esse

nce; and “God,” because he can d

o all things, thus from power; as

is evident from the Word, where t

his distinction is made. (Isa. 49:4,

5; 55:7; Ps. 18:2, 28, 29, 31; 31:1

4)

4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

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

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

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

느니라 5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

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사49:4-5)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

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

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

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사55:7)

2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

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산

성이시로다 28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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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암을 밝히시리이다 29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

이다 31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

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

냐 (시18: 2, 28-29, 31)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

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시31:14)

이런 이유로, 사람과 대화한, 그리고

무슨 능력을 가진 걸로 여겨진 모든

천사나 영을 일컬어, ‘하나님’이라

하였습니다. 시편 말씀처럼 말이지

요. On this account every angel o

r spirit who spoke with man, and

who was supposed to possess any

power, was called “God,” as appe

ars from David: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에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시82:1) God hath

stood in the congregation of Go

d, he will judge in the midst of

the gods; (Ps. 82:1)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

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시89:

6) Who in the sky shall be com

pared unto J ehovah? Who amon

g the sons of the gods shall be

likened to J ehovah? (Ps. 89:6)

2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

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3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13

6:2–3) Confess ye to the God o

f gods, confess ye to the Lord

of lords. (Ps. 136:2–3)

사람들도 능력을 소유했을 때는 시8

2:6, 요10:34-35를 보면, ‘신들’이라

합니다. Men also as being posses

sed of power are called “gods,” a

s in Ps. 82:6; John 10:34, 35.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시82:6)

34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

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35성경

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

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

거든 (요10:34-35)

모세 또한 ‘바로에게 신’이라는 말

을 들었습니다. (출7:1) Moses also

is said to be “a god to P har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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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Exod. 7: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

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 같

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출7:1)

이런 이유로, 히브리어에서 ‘하나님’

이라는 말은 ‘엘로힘’이라는 복수인

것입니다. For this reason the wor

d “God” in the Hebrew is in the

plural number—“Elohim.”

그러나 천사들은 자기들 스스로는

그 어떤 아주 작은 힘조차 갖고 있

지 않으며, 실제로 그들은 이 사실

을 인정하고 있지요, 대신 이 힘이

라는 것은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오

는 것이며, 그리고 오직 한 분 하나

님만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서 ‘여호와 하나님’ 하면 그것은 홀

로 주님 한 분만을 의미하는 것입니

다. But as the angels do not poss

ess the least power of themselves,

as indeed they acknowledge, but s

olely from the Lord, and as there

is but one God, therefore by “J eh

ovah God” in the Word is meant

the Lord alone.

그러나 천사들의 사역으로 어떤 일

이 일어나는 곳에서는, 가령 창세기

첫 장에서처럼, 그분은 복수로 표현

되십니다. But where anything is e

ffected by the ministry of angels,

as in the first chapter of Genesis,

he is spoken of in the plural num

ber.

여기서는 또한 천적 인간 역시 사람

으로서, 주님하고는 감히 비교할 수

없고 대신 오직 천사하고만 비교 가

능하기 때문에 이르기를, 그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

같이 되었다’, 즉 지혜와 지성을 갖

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Here als

o because the celestial man, as m

an, could not be put in compariso

n with the Lord, but with the ang

els only, it is said, the man “is b

ecome as one of us, knowing g

ood and evil,” that is, is wise an

d intelligent.

또 다른 아케이나는, 그

들이 만일 신앙의 신비

들을 배웠더라면 그들은 영원히 소

멸되었을 꺼라는 것으로, 이것이 본

문,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 나

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

라’가 상징하는 것입니다. The othe

r arcanum is that had they been i

nstructed in the mysteries of fa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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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would have perished eternall

y, which is signified by the words,

“now lest he put forth his hand,

and take also of the tree of liv

es, and eat, and live to eternit

y.”

그 경우는 이런 것인데요, 사람들이

생명의 질서에 역행하는 삶을 살아

온 나머지 이제는 사는 것도, 지혜

로워지는 것도 스스로(themselves)

의 힘과 자신들의 본성(own)으로가

아니면 내켜 하지 않을 때, 그들은

신앙에 대해 듣는 모든 걸 그게 과

연 그런지 따져보기를 스스로의 힘

으로, 그리고 감각과 기억-지식에

속한 자신들의 본성으로 하기 때문

에, 필연적으로 부인(denial) 및 그

결과, 신성모독(blasphemy)과 불경

(profanation)에 이르게 되고, 그래

서 결국, 그들은 세속적인 것들에다

가 거룩을 뒤섞는 일을 전혀 아무렇

지도 않게 합니다. The case is thi

s: When men have become invert

ed orders of life, and are unwillin

g to live, or to become wise, exc

ept from themselves and from thei

r own, they reason about everythi

ng they hear respecting faith, as t

o whether it is so, or not; and as

they do this from themselves and

from their own things of sense an

d of memory-knowledge, it must

needs lead to denial, and consequ

ently to blasphemy and profanatio

n, so that at length they do not s

cruple to mix up profane things w

ith holy.

사람이 이 지경이 되면, 그는 저세

상에서 유죄 선고를 받아 구원받을

아무 희망도 남지 않게 됩니다. Wh

en a man becomes like this, he is

so condemned in the other life tha

t there remains for him no hope o

f salvation.

그 이유는, 신성모독으로 섞인 것들

은 그렇게 섞인 상태로 있게 되고,

그래서 어떤 거룩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것과 결합 되어 있는 불경

한 생각 또한 따라 나오게 되어, 그

결과, 그 사람은 지옥 말고는 그 어

떤 데에도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

다. For things mixed up by profan

ation remain so mixed up, so that

whenever any idea of something h

oly presents itself, an idea of som

ething profane that is conjoined w

ith it is also there, the consequen

ce of which is that the person can

not be in any society except one

of the dam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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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식으로 섞여 결합된 생각은 무

엇이든지 그 한 조각 생각만으로도

저세상에서는 정말 가장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지각이 됩니다. 심지어 영

들의 세계에 있는 영들에 의해서,

그리고 천사 같은 영들에 의해서는

훨씬 더 그런데요, 그들은 무슨 한

조각 생각만으로도 어떤 사람의 캐

릭터 전체를 정말 절묘하게 지각합

니다. Whatever is present in any

idea of thought in consequence of

being conjoined with it, is most e

xquisitely perceived in the other l

ife, even by spirits in the world of

spirits, and much more so by ang

elic spirits, so exquisitely indeed

that from a single idea they know

a person’s character.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신성모독과

거룩 간 분리는 지옥과도 같은 고통

을 맛보지 않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데요, 이런 고통은 사람이 이런 일

에 깨어 있어 지옥 자체를 피하려는

듯 주의 깊게 신성모독을 피하고자

할 때 겪는 그런 고통입니다. The s

eparation of profane and holy idea

s when thus conjoined cannot be e

ffected except by means of such in

fernal torment that if a man were

aware of it he would as carefully

avoid profanation as he would avoi

d hell itself.

이것이 왜 유대인들에게

는 신앙의 신비들이 절

대로 계시되지 않았는가 하는 이유

입니다. This is the reason why the

mysteries of faith were never reve

aled to the Jews.

그들은 사람의 사후에도 삶이 있다

는 것과 주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러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말씀들조차

전혀 귀기울이지 않았습니다. They

were not even plainly told that th

ey were to live after death, nor th

at the Lord would come into the

world to save them.

그들은 정말 대단할 정도로 무지하

고 어리석더니, 그때도 고집스럽게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속 사람의

존재나 내적인 것들에 관해 그때도

몰랐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만일 그걸 인정하고자 전부터 그걸

알았었거나 지금 알게 된다면, 그들

은 기어코 그걸 신성모독, 기어코

저세상에서 자기들 몫의 어떤 구원

도 남겨 놓지 않을 그런 캐릭터들이

기 때문입니다. So great were the

ignorance and stupidity in which t

hey were kept, and still are ke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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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y did not and do not know

of the existence of the internal ma

n, or of anything internal, for if th

ey had known of it, or if they now

knew of it, so as to acknowledge

it, such is their character that the

y would profane it, and there wou

ld be no hope of any salvation for

them in the other life.

이것이 주께서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의 의미입니다. This is what is

meant by the Lord in John: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

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

이더라 (요12:40) H e hath blinded

their eyes, and stopped up thei

r heart, that they should not se

e with their eyes, nor understa

nd with their heart, and conver

t themselves, and I should heal

them. (John 12:40)

그리고 주께서 그들에게 풀이 없이

비유로만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안

그러면 그들이 보며 들으며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친히 말씀

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And by the

Lord speaking to them in parable

s without explaining to them their

meaning, lest (as he himself say

s),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

지 못함이니라 (마13:13) Seeing t

hey should see, and hearing the

y should hear, and should unde

rstand. (Matt. 13:13)

같은 이유로, 신앙의 모든 신비가

그들에게는 숨겨졌고, 그들의 교회

의 표상들 속으로 봉인되었으며, 같

은 이유로, 예언적 스타일 또한 그

캐릭터가 같은 것입니다. For the s

ame reason all the mysteries of fa

ith were hidden from them, and w

ere concealed under the represent

atives of their church, and for the

same reason the prophetic style is

of the same character.

그렇지만, 아는 것이 있고, 인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It is however one t

hing to know, and another to ackn

owledge.

알고는 있는데 인정하지는 않는 사

람은 마치 그걸 몰랐던 사람인 것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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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 있습니다. 그런데 인정해놓고, 나

중에 신성모독 및 불경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하

신 이 말씀들의 의미입니다. He wh

o knows and does not acknowledg

e is as if he knew not; but it is h

e who acknowledges and afterward

s blasphemes and profanes, that is

meant by these words of the Lord.

사람은 그가 설득된, 즉

인정하고 믿는 모든 것

을 통해 일종의 생명을 얻습니다. A

man acquires a life by all the thin

gs he is persuaded of, that is, whi

ch he acknowledges and believes.

설득되지 않았거나 인정도 믿지도

않는 것으로는 사람의 마음에 아무

영향도 끼칠 수 없습니다. That of

which he is not persuaded, or doe

s not acknowledge and believe, do

es not affect his mind.

그리고 그래서 인정할 정도로 설득

되었고 아직 부인하지는 않고 있는

한, 아무도 거룩한 것들을 모독할

수 없습니다. And therefore no one

can profane holy things unless he

has been so persuaded of them th

at he acknowledges them, and yet

denies them.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알면

서도 마치 모르는 것처럼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아는 사람들

처럼 말이지요. Those who do not

acknowledge may know, but are a

s if they did not know, and are li

ke those who know things that ha

ve no existence.

주님 강림의 때에 유대인들의 모습

이 저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저

들을 가리켜 ‘황폐해졌다’, 혹은 ‘파

괴되어 초토화되었다’, 즉, 더이상

무슨 신앙이라는 게 없다 하는 것입

니다. Such were the Jews about t

he time of the Lord’s advent, and

therefore they are said in the Wo

rd to be “vastated” or “laid wast

e,” that is, to have no longer any

faith.

이런 상황 가운데서는, 말씀의 속뜻

이 그들에게 오픈된다고 해서 그들

이 무슨 해를 받거나 하는 일은 전

혀 없습니다. 그들은 비록 보고 있

으나 아직 못 보며, 듣고 있으나 아

직 못 듣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마

음은 꽉 막혀 있습니다. 이들에 관

하여 주님은 이사야에서 말씀하셨습

니다. Under these circumstances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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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does men no injury to have the

interior contents of the Word ope

ned to them, for they are as pers

ons seeing, and yet not seeing; h

earing, and yet not hearing; whos

e hearts are stopped up; of whom

the Lord says in Isaiah:

9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

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

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10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

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

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

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

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사6:9-10) Go an

d tell this people , H earing hea

r ye, but understand not, and s

eeing see ye, but know not. M

ake the heart of this people fat,

and make their ears heavy, and

smear their eyes, lest they see

with their eyes, and hear with t

heir ears, and understand with

their heart, and be converted, s

o that they be healed. (Isa. 6:9

–10)

사람들이 그런 상태, 즉 너무나 황

폐해져서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믿는

상태(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들이

신앙의 신비들을 모독할 수 없는)가

될 때까지 신앙의 신비들은 밝히 알

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주님은 같은

이사야 계속 이어지는 구절들에서

아주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Th

at the mysteries of faith are not r

evealed until men are in such a s

tate, that is, are so vastated that

they no longer believe (in order,

as before said, that they may not

be able to profane them), the Lor

d also plainly declares in the subs

equent verses of the same prophe

t:

11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

이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

는 황폐하게 되며 12여호와께서 사

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

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

라 (사6:11-12) Then said I , Lor

d, how long? And he said, Eve

n until the cities are desolated,

so that there be no inhabitant;

and the houses, so that there b

e no man, and the ground be u

tterly desolated, and J ehovah h

ave removed man. (Isa. 6: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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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를 일컬어 지혜로운 혹은 인정하

고 믿는 ‘사람’이라 하고 있습니다.

He is called a “man” who is wis

e, or who acknowledges and belie

ves.

유대인들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정도로 황폐한

상태였습니다. 같은 이유로, 그들은

지금도 여전히 탐욕, 특히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황폐함 가운데 있습

니다. 그들이 비록 주님에 관해 수

천 번을 듣고 있고, 또 그들의 교회

여러 표상들이 그 어느 것 하나 다

예외 없이 주님을 가리키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그들은 여전

히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으며, 안

믿고 있습니다. The Jews were thu

s vastated, as already said, at the

time of the Lord’s advent; and for

the same reason they are still kep

t in such vastation by their cupidi

ties, and especially by their avaric

e, that although they hear of the

Lord a thousand times, and that t

he representatives of their church

are significative of him in every p

articular, yet they acknowledge an

d believe nothing.

이것이 노아 이전 고대인들이 에덴

동산에서 내쫓기고 황폐해진, 심지

어 더이상 어떠한 진리도 인정할 수

없는 지경까지 황폐해진 이유였습니

다. This then was the reason why

the antediluvians were cast out of

the garden of Eden, and vastated

even until they were no longer ca

pable of acknowledging any truth.

이 모든 것으로부터 ‘그

가 그의 손을 들어 생

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라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

는지가 분명해지는데요, From all t

his it is evident what is meant by

the words, “lest he put forth his

hand, and take also of the tree

of lives, and eat, and live to et

ernity.”

‘생명 나무 열매도 따먹고’는 무엇

이든지 사랑과 신앙에 속한 것이면

다 인정하기 위해서 아는 걸 말합니

다. ‘생명’(lives)이 이렇게 복수로

표기하는 건 사랑과 신앙을 가리키

는 것이며, 여기 ‘먹다’는 전에도 말

씀드렸듯 ‘알다’이기 때문입니다. To

“take of the tree of lives and e

at” is to know even so as to ackn

owledge whatever is of love and f

aith; for “lives” in the plural den

ote love and faith, and to “eat” 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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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nifies here as before, to know.

‘영생하다’는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뜻이 아니라 사후 지옥 상태

로 영원히 산다는 뜻입니다. To “li

ve to eternity” is not to live in t

he body to eternity, but to live aft

er death in eternal damnation.

‘죽은’(dead)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육체의 생명이 다한 후 죽기

때문이 아니라, 사후에도 계속해서

죽음의 삶을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란 지옥 상태의 삶, 곧 지옥

이기 때문입니다. A man who is “d

ead” is not so called because he i

s to die after the life of the body,

but because he will live a life of d

eath, for “death” is damnation an

d hell.

‘살다’라는 표현 역시 에스겔을 보면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The expression to “live,” is used

with a similar signification by Eze

kiel:

18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

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손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

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19너희가 두

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에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곧이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

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

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겔13:18-19) Ye hunt souls for m

y people, and save souls alive f

or yourselves, and ye have prof

aned me among my people, to

slay souls that will not die , and

to make souls live that will not

live. (Ezek. 13: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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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3:20-24

2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동산에

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Verse 23, Th

erefore J ehovah God sent him f

orth from the garden of Eden, t

o till the ground from which he

was taken.

※ 23절 속뜻

태고교회 다섯 번째 후손에 이르자

이들은 모든 지성과 지혜, 곧 선과

진리를 박탈당하고, 거듭나기 이전

상태인 육(肉, corporeal)의 상태, 본

래의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에덴동산에서 그를 내

보내어’는 모든 지성과

지혜를 박탈당하는 것이며,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는 육의 상태

가 되는 것, 곧 거듭나기 전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To be “cast o

ut of the garden of Eden” is to

be deprived of all intelligence and

wisdom; and to “till the ground

from which he was taken” is to

become corporeal, as he was prev

ious to regeneration.

‘에덴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가 모

든 지성과 지혜를 박탈당하는 것임

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동산’, 그리

고 ‘에덴’의 상징을 생각하면 분명한

데요, ‘동산’은 지성, 혹은 진리에 대

한 이해를, 사랑을 상징하는 ‘에덴’

은 지혜, 혹은 선에 대한 의지를 각

각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That to b

e “cast out of the garden of Ed

en” is to be deprived of all intelli

gence and wisdom is evident from

the signification of a “garden,” an

d of “Eden,” as above; for a “gar

den” signifies intelligence, or the

understanding of truth; and “Ede

n,” being significative of love, sig

nifies wisdom, or the will of good.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가 육의

상태, 곧 거듭나기 전 상태로 돌아

감을 상징한다는 것은 위 19절 말씀

에서 이미 보았는데요, 그 말씀과

유사하지요. That to “till the grou

nd from which he was taken” si

gnifies to become corporeal, such

as he was before regeneration, ha

s been shown above (verse 19), w

here similar words occ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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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

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

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

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창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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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3:20-24

24절,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동산 동쪽에 그룹

들과 두루 도는 불 칼을 두어 생

명 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Verse 24, And he cast out the

man; and he made to dwell fro

m the east toward the garden o

f Eden cherubim, and the flame

of a sword turning itself, to ke

ep the way of the tree of lives.

※ 24절 속뜻

거듭남 이전 상태인 ‘혼돈과 공허,

흑암’(창1:2) 상태로 원위치, 태고

교회는 더 이상 ‘사람’이 아니게 되

었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

닌 ‘하나님’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교회가 다시 ‘에덴 동

산 안 생명 나무’를 기웃거리지 못

하도록, 즉 신성모독의 상태까지 가

지 않도록 주님은 주님의 섭리로 막

으시며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는 그에게서 선에 관한

모든 의지와 진리에 관한 모든 이해

(understanding)를 깡그리 빼앗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로부터까지 분

리가 되어 더는 사람이라 할 수 없

을 지경이 되도록 말입니다. To “ca

st out the man” is to entirely de

prive him of all the will of good a

nd understanding of truth, insomu

ch that he is separated from the

m, and is no longer man.

※ 사람은 의지와 이해가 있어 사람

인데 이런 근본들하고도 분리가 되

었으니 그러므로 더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지경, 곧 창세기 1장 2절,

‘혼돈과 공허, 흑암’의 상태까지 갔

다, 원위치되었다는 말입니다.

‘동쪽에 그룹들을 두어’는 그가 무

슨 신앙의 신비와 관련된 것 안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 동쪽’은 천적(天的, the celesti

al)이요, 여기서 지성이 나오기 때문

이며, ‘그룹들’(cherubim)은 저런 상

태에 있는 사람이 신앙과 관련된 것

들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하시는

주님의 섭리를 상징하기 때문입니

다. To “make cherubim from the

east to dwell” is to provide agai

nst his entering into any secret th

ing of faith; for the “east toward

the garden of Eden” is the celes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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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al, from which is intelligence; an

d by “cherubim” is signified the

providence of the Lord in preventi

ng such a man from entering into

the things of faith.

‘두루 도는 불 칼’은 광적(狂的, ins

ane) 욕망과 그로 인해 고착된(固着,

persuasions) 자아 사랑을 말하며,

이것이 바로, 그는 정말 신앙의 신

비, 곧 ‘에덴동산’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지만, 곧바로 육적(肉的, cor

poreal)이고 세속적인 것들에 휩쓸

려 버리고 마는, 그런 것입니다. 이

것이 바로 ‘생명 나무의 길을 지키

는’ 목적, 즉 거룩한 것들에 대한 신

성모독을 막으시는 목적입니다. By

the “flame of a sword turning it

self” is signified self-love with its

insane desires and consequent per

suasions, which are such that he i

ndeed wishes to enter, but is carr

ied away to corporeal and earthly

things, and this for the purpose of

“keeping the way of the tree of

lives,” that is, of preventing the

profanation of holy things.

여기서 다루는 후손들은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입니다. 이들은 홍수로 사라졌고, 모

두 ‘에덴동산에서 쫓아내신’, 즉 진

리에 관한 모든 이해에서 박탈, 광

적 탐욕(cupidities)과 들러붙은 신

념(persuasions)만 남은, 그래서 도

저히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It here treats of the

sixth and seventh posterities, whic

h perished by the flood, and were

altogether “cast out of the garde

n of Eden,” that is, from all unde

rstanding of truth, and became as

it were not men, being left to thei

r insane cupidities and persuasion

s.

‘동쪽’과 ‘에덴동산’에 관

한 상징은 위에서 다루

었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이걸로

오래 머물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그룹’이 주님의 섭리(the providenc

e of the Lord), 곧 이 섭리가 없으

면 사람은 자기 본성을 따라, 그리

고 감각과 기억-지식에 속한 것을

따라 광적으로 신앙의 신비들 안으

로 들어가려 하고, 들어가서는 그것

들을 신성모독(profane), 결국 스스

로를 파괴하게 되는, 그런 섭리를

가리킨다는 것은 말씀 가운데 ‘그룹’

이 나오는 데들을 보면 분명합니다.

As the signification of the “east”

and of the “garden of Eden” wer

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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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given above, it is needless to d

well longer on them; but that “ch

erubim” denote the providence of

the Lord lest man should insanely

enter into the mysteries of faith fr

om his own, and from what is of t

he senses and of memory-knowled

ge, and should thus profane them,

and destroy himself, is evident fro

m all the passages in the Word w

here mention is made of “cherubi

m.”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만일 그들

이 주님의 오심, 유대교회의 표상들,

형식들이 주님을 상징한다는 것, 그

리고 사후에도 계속되는 삶, 또한

속 사람과 말씀의 속뜻 등에 관하여

계시가 열려 어떤 지식을 갖게 되

면, 그들은 반드시 그것을 모독하려

할 것이고, 결국엔 영원히 소멸되어

버리고 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었

습니다. 이런 이유로, 주님이 그들을

지키심을 궤 위(above) 속죄소 위(o

n), 성막 휘장들 위(upon), 성전 안

휘장 위(upon) ‘그룹’으로 상징하신

것입니다. (출25:18-21; 26:1, 31; 왕

상6:23-29, 32) As the Jews were

of such a quality that if they had

possessed any clear knowledge co

ncerning the Lord’s coming, conce

rning the representatives or types

of the church as being significativ

e of him, concerning the life after

death, concerning the interior man

and the internal sense of the Wor

d, they would have profaned it, an

d would have perished eternally; t

herefore this was represented by t

he “cherubim” on the mercy seat

over the ark, upon the curtains of

the tabernacle, upon the veil, and

also in the temple; and it was sig

nified that the Lord had them in k

eeping. (Exod. 25:18–21; 26:1, 31;

1 Kings 6:23–29, 32)

18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

에 쳐서 만들되 19한 그룹은 이 끝

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

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20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

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

소를 향하게 하고 21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출25:18-21)

1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베

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 놓은 열 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31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베 실로 짜서 휘

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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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게 수 놓아서 (출26:1, 31)

23내소 안에 감람나무로 두 그룹을

만들었는데 그 높이가 각각 십 규

빗이라 24한 그룹의 이쪽 날개도

다섯 규빗이요 저쪽 날개도 다섯

규빗이니 이쪽 날개 끝으로부터

저쪽 날개 끝까지 십 규빗이며 25

다른 그룹도 십 규빗이니 그 두

그룹은 같은 크기와 같은 모양이

요 26이 그룹의 높이가 십 규빗이

요 저 그룹도 같았더라 27솔로몬이

내소 가운데에 그룹을 두었으니

그룹들의 날개가 퍼져 있는데 이

쪽 그룹의 날개는 이쪽 벽에 닿았

고 저쪽 그룹의 날개는 저쪽 벽에

닿았으며 두 날개는 성전의 중앙

에서 서로 닿았더라 28그가 금으로

그룹을 입혔더라 29내 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새겼고 32감람나무

로 만든 그 두 문짝에 그룹과 종

려와 핀 꽃을 아로새기고 금으로

입히되 곧 그룹들과 종려에 금으

로 입혔더라 (왕상6:23-29, 32)

그 안에 증거판이 들어있었던 증거

궤가 이 본문의 생명 나무와 같은

것을 상징, 즉 주님과 오직 주님에

게 속한 천적인 것들을 상징했기 때

문이지요. For the ark, in which w

as the testimony, signified the sa

me as the tree of lives in this pas

sage, namely, the Lord and the ce

lestial things which belong solely

to him.

그래서 또한 주님은 자주 일컬음 받

으시기를,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

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 계신 이

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셨고, 그래

서 주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두 그

룹 사이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출2

5:22; 민7:89) Hence also the Lord

is so often called the “God of I sr

ael sitting on the cherubim,” an

d hence he spoke with Moses and

Aaron “between the cherubim.”

(Exod. 25:22; Num. 7:89)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

게 이르리라 (출25:22)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위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

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

라 (민7:89)

이것은 에스겔, 그룹이 언급된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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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Th

is is plainly described in Ezekiel,

where it is said:

3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

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

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 옷

을 입고 서기관의 먹 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4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

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

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

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

고 5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

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

을 베풀지 말고 쳐서 6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

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

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

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7그가 또 그들에게 이

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

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

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겔9:3-7) The glor

y of the God of I srael was uplif

ted from upon the cherub wher

eon he was, to the threshold of

the house. And he called to the

man clothed with linen, and sai

d unto him, Go through the mi

dst of the city, through the mid

st of J erusalem, and set a mar

k upon the foreheads of the me

n who groan and sigh for all th

e abominations done in the mid

st thereof. And to the others he

said, Go ye after him through t

he city, and smite; let not your

eye spare, neither have ye pit

y; slay to blotting out the old

man, and the young man, and t

he virgin, the infant, and the w

omen; defile the house, and fill

the courts with the slain. (Ezek.

9:3–7)

2하나님이 가는 베 옷을 입은 사람

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

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 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

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

라 7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

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 옷을 입은 자

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겔10:2, 7) H e said to t

he man clothed in linen, Go in

between the wheel to beneath t

he cherub, and fill thy palms wi

th coals of fire from between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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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cherubim, and scatter them o

ver the city; the cherub put for

th his hand from between the c

herubim unto the fire which wa

s between the cherubim, and to

ok thereof, and put it into the

palms of him that was clothed i

n linen, who took it and went o

ut. (Ezek. 10:2, 7)

이 구절들에서 분명한 사실은, ‘그

룹’의 상징이 사람들이 신앙의 신비

들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하시는

주님의 섭리라는 것이며, 그래서 ‘성

읍 위에 흩을 숯불’ 및 ‘아무도 불

쌍히 여기지 말라’의 상징이 그들은

자기들의 광적 탐욕들 가운데 버려

졌다는 거라는 것입니다. From the

se passages it is evident that the

providence of the Lord in preventi

ng men from entering into the my

steries of faith is signified by the

“cherubim”; and that therefore th

ey were left to their insane cupidi

ties, here also signified by the “fi

re that was to be scattered ove

r the city,” and that “none shoul

d be spared.”

‘두루 도는 불 칼’이 광

적 탐욕과 들러붙은 신

념, 곧 (신앙의 신비 안으로) 들어가

기를 무척 원하지만 바로 다음 순

간, 육적, 세속적인 것들을 향해 휩

쓸려 버리고 마는, 그런 자아 사랑

을 상징한다는 것은, 말씀에서 페이

지들을 가득 채울 수도 있을 만큼

많은 인용 구절들을 가지고 확인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에스겔에 나

오는 몇 구절 가지고만 하고자 합니

다. That by the “flame of a swor

d turning itself” is signified self�
love with its insane cupidities and

persuasions, which are such that t

hey desire to enter [ into the myst

eries of faith] , but are carried aw

ay to corporeal and earthly things,

might be confirmed by so many p

assages from the Word as would f

ill pages; but we will cite only th

ese from Ezekiel:

9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이같이 말하라 칼이여 칼

이여 날카롭고도 빛나도다 10그 칼

이 날카로움은 죽임을 위함이요

빛남은 번개 같이 되기 위함이니

우리가 즐거워하겠느냐 내 아들의

규가 모든 나무를 업신여기는도다
14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예언하며

손뼉을 쳐서 칼로 두세 번 거듭

쓰이게 하라 이 칼은 죽이는 칼이

라 사람들을 둘러싸고 죽이는 큰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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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이로다 15내가 그들이 낙담하여

많이 엎드러지게 하려고 그 모든

성문을 향하여 번쩍번쩍하는 칼을

세워 놓았도다 오호라 그 칼이 번

개 같고 죽이기 위하여 날카로웠

도다 (겔21:9-10, 14-15) P rophesy

and say, Thus saith J ehovah, S

ay a sword, a sword, it is shar

pened, and also burnished to m

ake a sore slaughter; it is shar

pened that it may be as lightni

ng. Let the sword be doubled t

he third time, the sword of his

slain; the sword of a great slau

ghter, which entereth into their

bed chambers, that their heart

may melt, and their offenses be

multiplied, I have set the terro

r of the sword in all their gate

s. Alas! it is made as lightnin

g. (Ezek. 21:9–10, 14–15)

여기 ‘칼’은 사람의 황폐함, 곧 선과

진리는 전혀 못 보고 대신 ‘많이 엎

드러지게 하다’라는 표현이 가리키

는 대로 그저 매사를 거짓과 거꾸로

만 볼 뿐인 상태, 황폐함을 상징합

니다. A “sword” here signifies th

e desolation of man such that he s

ees nothing that is good and true,

but mere falsities and things contr

ary, denoted by “multiplying offe

nses.”

또 나훔에도 보면, 거기 신앙의 신

비들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

을 가리켜,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

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떼’(훔3:3)라 하고 있습니다. It

is also said in Nahum, of those w

ho desire to enter into the myster

ies of faith, “The horseman mou

nting, and the flame of the swo

rd, and the flash of the spear,

and a multitude of the slain.”

(Nahum 3:3)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 당한 자의 떼, 주검

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

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훔3:

3)

이 구절 각각의 표현들

에는 제시, 곧 다루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가장 깊은, 그리고

중요한 아케이나가 너무나 많습니

다. (이들 아케이나는 홍수로 사라

진 지금 이 사람들의 천성(天性, ge

nius)에나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 천성은 홍수 후 일어나 살았던

노아 이후 사람들의 천성하고는 완

전히 다른 것입니다.) Each particul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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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 expression in this verse involv

es so many arcana of deepest imp

ort (applicable to the genius of thi

s people who perished by the floo

d, a genius totally different from t

hat of those who lived subsequent

to the flood), that it is impossible

to set them forth.

다음은 간략히 보시게 될 내용인데

요, 그들의 첫 부모 세대는 태고 교

회를 형성한, 천적인 사람들이었고,

그 결과, 자기들 안에 천적 씨가 심

긴 사람들이었으며, 자연히 그 후손

들 역시 그들 안에 천적 기원을 가

진 씨를 갖게 된 사람들이었습니다.

We will briefly observe that their

first parents, who constituted the

most ancient church, were celestia

l men, and consequently had celes

tial seeds implanted in them; whe

nce their descendants had seed in

them from a celestial origin.

어떤 씨의 기원이 천적이라는 것은

사랑이 온 마음을 다스려 하나가 되

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Seed from

a celestial origin is such that love

rules the whole mind and makes i

t a one.

사람의 마음은 두 가지, 의지와 이

해로 구성되기 때문입니다. For the

human mind consists of two parts,

the will and the understanding.

사랑 혹은 선은 의지에, 신앙 혹은

진리는 이해에 속합니다. 태고인들

은 사랑 혹은 선을 가지고 신앙 혹

은 진리에 속한 것을 지각하였고,

그렇게 해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Love or good belongs

to the will, faith or truth to the u

nderstanding; and from love or g

ood those most ancient people per

ceived what belongs to faith or tr

uth, so that their mind was a one.

※ 사랑으로 신앙에 속한 것을, 선

으로 진리에 속한 것을 지각한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누가 입만 열면

신앙, 신앙, 진리, 진리 해도 그저

사랑으로, 선으로 품어버리고 마는...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속사정

이 있겠지...’ 하며, 따뜻하게 대하고,

판단하거나 맞대응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이들 후손과 함께, 즉 후손들을 통

해 같은 천적 기원을 가진 씨가 필

연적으로 남습니다. 즉 유전됩니다.

이렇게 천적 씨를 유전한 태고 교회

후손들한테는 그래서 진리와 선 사

이 무슨 틈이 벌어지는 것만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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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아주 위험합니다. 저세상에서는

이 정도의 변화만으로도 마음 전체

가 거의 복구불능일 정도로 왜곡되

기 때문입니다. With the posterity

of such a race, seed of the same

celestial origin necessarily remain

s, so that any falling away from tr

uth and good on their part is mos

t perilous, since their whole mind

becomes so perverted as to rende

r a restoration in the other life sc

arcely possible.

한편, 천적인 씨 대신 영적인 씨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수 후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하며, 오늘날

사람들도 해당합니다. It is otherwi

se with those who do not possess

celestial but only spiritual seed, a

s did the people after the flood, a

nd as also do the people of the pr

esent day.

이들에겐 전혀 사랑이 없고, 결과적

으로 선한 의지도 없습니다만 그러

나 신앙 혹은 진리를 이해하는 능력

은 여전히 있어 이걸로 어느 정도는

체어리티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비록 다른 식, 즉 진리에 속한 지식

및 거기서 나오는 선에 기반, 주님

으로 말미암은 양심의 암시라는 방

식이지만 말입니다. There is no lo

ve in these, consequently no will

of good, but still there is a capabi

lity of faith, or understanding of tr

uth, by means of which they can b

e brought to some degree of char

ity, although by a different way, n

amely, by the insinuation of consci

ence from the Lord grounded in t

he knowledges of truth and the de

rivative good.

이런 이유로 이 사람들의 상태는 홍

수 전 사람들의 상태와 아주 다른데

요, 이 상태에 관해서는, 주님의 신

적 자비(the Lord’s Divine mercy),

즉 이후 허락하실 때 다루겠습니다.

Their state is therefore quite diffe

rent from that of the antediluvian

s, concerning which state, of the

Lord’s Divine mercy hereafter.

이들 아케이나는 현세대에게는 정말

낯선 아케이나입니다. 그 이유는 오

늘날은 아무도 천인(天人, the celes

tial man, 천적 인간)이 무엇인지,

심지어 영인(靈人, the spiritual ma

n, 영적 인간)에 대해서조차 아는

사람이 없고, 더 나아가 그로 인한

사람의 마음과 생명, 삶의 퀄러티라

는 게 무엇인지, 그로 인한 사후 상

태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역

시 그렇기 때문입니다. These ar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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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ana with which the present gene

ration are utterly unacquainted, fo

r at the present day none know w

hat the celestial man is nor even

what the spiritual man is, and still

less what is the quality of the hu

man mind and life thence resultin

g, and the consequent state after

death.

홍수로 사라진 사람들의

내세(來世, the other lif

e)에서의 상태는 이렇습니다. 그들

은 영들의 세계(the world of spirit

s)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없습니다.

다른 영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말

이지요. 대신 마치 어떤 산 아래인

것 같은 데에 있어 다른 지옥들하고

는 분리된 그런 지옥에 있습니다. I

n the other life, the state of those

who perished by the flood is such

that they cannot be in the world o

f spirits, or with other spirits, but

are in a hell separated from the h

ells of others, and as it were und

er a certain mountain.

이것은 그들의 무시무시한 환상과

들러붙은 신념들의 결과, 마치 중간

에 떠억 하니 가로막는 산처럼 보입

니다. This appears as an interveni

ng mountain in consequence of th

eir direful fantasies and persuasio

ns.

그들이 가진 이런 남다른 고약한 능

력은 다른 영들을 아주 중증(重症)

인사불성 상태에 이르게 하여 그들

로 하여금 자기들이 지금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게 하는 그런 건데,

이것은 그들이 다른 영들한테서 진

리를 이해하는 모든 능력을 빼앗아

그들로 하여금 아무것도 지각하지

못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Their fan

tasies and persuasions are such a

s to produce so profound a stupor

in other spirits that they do not k

now whether they are alive or dea

d, for they deprive them of all un

derstanding of truth, so that they

perceive nothing.

세상에 있을 동안에도 그들의, 사람

의 혼을 쏙 빼놓는 능력은 그랬습니

다. 내세에서도 그들은 다른 영들을

이런 일종의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

고는 다른 영들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자들임이 예견되었고, 그래서

결국 그들은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주님의 신적 자비로 홍수 후를 살았

던 사람들은 이들과는 다른 상태들

로 인도되었습니다. Such also was

their persuasive power during the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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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abode in the world; and becaus

e it was foreseen that in the other

life they would be incapable of ass

ociating with other spirits without

inducing on them a kind of death,

they all became extinct, and the L

ord of his Divine mercy induced

other states on those who lived aft

er the flood.

본 절에서, 이들 홍수 전

시대를 산 사람들의 상

태가 아주 충분히 설명되었는데요,

그들은 ‘쫓겨났다’, 즉 천적 선으로

부터 분리되었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룹들이 동쪽에서부터 에덴동산

을 향하여 있었다’라는 점에서 그렇

습니다. In this verse, the state of

these antediluvians is fully describ

ed, in that they were “cast out,”

or separated from celestial good,

and in that “cherubim were plac

ed from the east toward the ga

rden of Eden.”

이 표현, ‘동쪽에서부터(from) 에덴

동산을 향하여(toward)’라는 표현은

그들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그후를 산 사람들 관련해서는 쓸 수

없는데, 이들의 경우라면 ‘에덴 동

산에서부터(from) 동쪽을 향하여(t

oward)’라고 했을 겁니다. This exp

ression, “from the east toward t

he garden of Eden,” is applicabl

e only to them, and could not be

used in relation to those who live

d afterwards, of whom it would ha

ve been said, “from the garden

of Eden toward the east.”

※ 전자는 천적인 반면, 후자는 영

적이기 때문입니다. 천적인 것은 주

님, 곧 ‘동쪽’에서부터, 사랑과 선에

서부터 시작하지만, 영적인 것은 지

성, 곧 ‘동산’에서부터, 신앙과 진리

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 ‘스스로 도는 검

의 화염’이라는 표현을 오늘날 사람

들에게 쓰고자 하였다면, ‘스스로

도는 화염의 검’이라고 했을 겁니

다. In like manner, had the words

“the flame of a sword turning it

self” been applied to the people o

f the present day, they would hav

e been “the sword of a flame tu

rning itself.”

뿐만 아니라, ‘생명들의 나무’ 역시

‘생명의 나무’라 했을 것입니다. 설

명이 불가능한, 오직 천사들에게만

이해가 되는, 주님이 이들에게는 계

시를 드러내시는데요, 이런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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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

이 없습니다. 모든 상태마다 무한한

아케이나가 들어있는데 심지어 그

중 사람들에게 알려진 단 하나의 아

케이나조차 그렇기 때문입니다. No

r would it have been said the “tr

ee of lives,” but the “tree of lif

e”; not to mention other things in

the series that cannot possibly be

explained, being understood only

by the angels, to whom the Lord

reveals them; for every state cont

ains infinite arcana, not even one

of which is known to men.

※ 내면이 닫힌 우리와 달리 그만큼

천사들의 내면은 열려있는 것입니

다. 내면이 열린 만큼 아케이나에

담긴 계시를 지각, 곧 깨달을 수 있

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 있는

내용이 첫 사람(the first

man)에 관한 것이라는 사실로부터

분명한 것은,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유전악은 그(him)로 말미암은 게 아

니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잘못된 것

입니다. From what is here said of

the first man, it is evident that all

the hereditary evil existing at the

present day did not come from hi

m, as is falsely supposed.

그 이유는, 여기 ‘사람’이라는 이름

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태고(太古, t

he most ancient) 교회이기 때문입

니다. 이 교회를 ‘아담’이라 하면서

상징하는 것은, 사람은 땅으로 말미

암았다는 것, 즉 ‘사람이 아닌’(non

man) 상태에서 시작, 주님으로 말미

암아 거듭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

니다. For it is the most ancient c

hurch that is here treated of unde

r the name of “man”; and when it

is called “Adam,” it signifies that

man was from the ground, or that

from being nonman he became ma

n by regeneration from the Lord.

※ 겉모습이 사람이라고 사람이 되

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주님의 신

성이 깃들어야 비로소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이름의 기원과 상징입니

다. This is the origin and signific

ation of the name.

유전악에 대해서는 그 경우는 이런

데요, But as to hereditary evil, th

e case is this.

실제 죄를 짓는 사람마다 스스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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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그로 인한 어떤 본성(a nature)

을 초래하며, 그 본성에서 나오는

악이 그의 어린 자녀들에게 심겨 유

전악이 되는 것입니다. Everyone w

ho commits actual sin thereby ind

uces on himself a nature, and the

evil from it is implanted in his ch

ildren, and becomes hereditary.

※ 내가 범하는 낱낱의 죄로 인해

실제로 나의 본성이 손상되며, 영향

을 받는다는 말이며, 어렸을 때부터

곁에서 이를 지켜보며 자란 자녀들

또한 결정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말

입니다.

※ 주님과 동거한 열두 제자들, 프

란치스코와 함께한 열두 형제들, 이

현필 선생과 함께한 동광원 사람들,

공용복 선생과 함께한 핵심진리의

사람들 등 ‘동거’, ‘공동생활’의 비밀

과 유익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중심

인물이 주님께 사로잡힌 바만 확실

하다면 말입니다.

유전악은 그렇게 모든 부모로부터,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및 가계를

따라 그들의 선조로부터 이어져 내

려오며, 그렇게 각각의 이어지는 후

손들 안에서 배가하고 늘어납니다.

유전악은 각 사람 안에 머무르며,

각자 실제 짓는 죄로 인해 증가하

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있

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절대 사람

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저절로 소멸

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It thus descends from every paren

t, from the father, grandfather, gr

eat-grandfather, and their ancesto

rs in succession, and is thus multi

plied and augmented in each desc

ending posterity, remaining with e

ach person, and being increased i

n each by his actual sins, and nev

er being dissipated so as to beco

me harmless except in those who

are being regenerated by the Lor

d.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통해 이 말이

맞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실 수 있

습니다. 부모의 악한 경향은 자녀들

안에 눈에 보이도록 남아 한 가계,

심지어 그 종족 전체가 그로 인해

다른 모든 가계나 종족들하고 구별

될 수도 있을 정도라는 걸 말입니

다. Every attentive observer may

see evidence of this truth in the f

act that the evil inclinations of par

ents remain visibly in their childr

en, so that one family, and even a

n entire race, may be thereby dist

inguished from every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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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영생에 들어감

에 관하여

(계속)

Continuation

Concerning Man’s Entrance

I nto Eternal Life

깨어난 사람, 혹은 영이

빛을 사용하여 자신을

볼 수 있게 되면, 앞서 말한 영적

천사들이 그가 그 상태에서 원할 수

있는 모든 서비스를 친절하게 제공

하며, 또 내세에 관한 정보도 제공

하되 그가 수용할 수 있는 만큼만

합니다. After the use of light has

been given to the resuscitated per

son, or soul, so that he can look

about him, the spiritual angels pr

eviously spoken of render him all

the kindly services he can in that

state desire, and give him informa

tion about the things of the other

life, but only so far as he is able

to receive it.

만일 그가 신앙이 있었고, 지금도

원한다면, 그들은 그에게 원더풀하

고 참으로 아름다운 천국을 보여줍

니다. If he has been in faith, and

desires it, they show him the won

derful and magnificent things of h

eaven.

그러나 만일 그 깨어난

사람, 혹은 영이 누구한

테 배우는 걸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

가 아니어서 자기랑 함께 있는 천사

들이 좀 가줬으면 하면, 천사들은

그걸 또 바로 알아차립니다. 내세에

서는 모든 생각들이 서로 커뮤니케

이션하기 때문이지요. But if the re

suscitated person or soul is not of

such a character as to be willing

to be instructed, he then desires t

o be rid of the company of the an

gels, which they exquisitely percei

ve, for in the other life there is a

communication of all the ideas of

thought.

그들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를 떠나지 않습니다. 대신

오히려 그가 그들을 떠나갑니다. Sti

ll, they do not leave him even the

n, but he dissociates himself from

them.

천사들은 모두를 사랑하며, 신참 영

에게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 인도,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 말고 따로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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슨 원하는 건 없습니다. The angels

love everyone, and desire nothing

more than to render him kindly s

ervices, to instruct him, and to co

nvey him to heaven.

천사들의 가장 큰 기쁨은 이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 In this consists the

ir highest delight.

그 영이 그렇게 스스로

물러나면, 이번에는 선한

영들의 순서가 되는데, 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자기들과 함께 있

는 동안은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친절하게 제공합니다. When the so

ul thus dissociates himself, he is r

eceived by good spirits, who like

wise render him all kind offices w

hile he is in their company.

그러나 그가 세상 살 때 삶이 이런

선한 영들하고 있는 것조차도 불편

한 그런 것이었다면, 그는 이번에도

이들 선한 영들이 어서 좀 가줬으면

하는데, 이런 과정은 반복, 또 반복,

결국 그가 세상 살 때 모습하고 딱

맞는, 그래서 ‘완전 내 스타일이야!’

싶은 영들을 만날 때까지 그에게 계

속됩니다. If however his life in th

e world has been such that he can

not remain in the company of the

good, he desires to be rid of thes

e also, and this process is repeat

ed again and again, until he assoc

iates himself with those who are i

n full agreement with his former l

ife in the world, among whom he

finds as it were his own life.

그때부터 그는 정말 놀랍게도 그가

몸 안에 있을 때 살던 모습 그대로

그들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And the

n, wonderful to say, he leads with

them a life like that which he had

lived when in the body.

그런 예전 생활로 도로 돌아가버린

후, 그는 그곳에서의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일부는 오래, 일부는

짧게 그곳 생활을 통해 지옥을 향해

새로 태어들, 즉 준비들을 하게 됩

니다. 반면, 주님 신앙 가운데 있었

던 영들은 그들도 역시 그곳의 새로

운 생활을 통해 한 걸음 한 걸음,

그러나 이번에는 천국을 향해 인도

를 받습니다. But after sinking bac

k into such a life, he makes a ne

w beginning of life; and some afte

r a longer time, some after a sho

rter, are from this borne on towar

d hell; but such as have been in f

aith toward the Lord are from tha

316



창3, AC.314-319
‘사람이 영생에 들어감에 관하여 (계속)’

165/167

t new beginning of life led step b

y step toward heaven.

그러나 일부는 천국을

향해 아주 천천히 나아

가고, 또 어떤 영들은 아주 빨리 나

아갑니다. Some however advance

more slowly toward heaven, and o

thers more quickly.

저는 그동안 사후 즉시 천국으로 들

려올라가는 영들을 본 적이 있는데

요, 허락하심으로 두 가지 경우만

말씀드리겠습니다. I have seen so

me who were elevated to heaven i

mmediately after death, of which I

am permitted to mention only two

instances.

어떤 영이 제게 다가와

말을 걸었는데요, 몇 가

지 점에서 그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게 분명했습니다. A certain spirit

came and discoursed with me, wh

o, as was evident from certain sig

ns, had only lately died.

그는 처음에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도 몰랐고, 그저 여전히 세상에 있

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자기가

지금 내세에 와 있고, 자기는 더 이

상 세상 살 때 소유했던 집, 부(富)

같은 것들이 없으며, 자기는 지금

다른 왕국에 있는데, 이 왕국은 세

상 살 때 소유했던 모든 것은 박탈

당하는 그런 데라는 것을 깨닫자 어

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자기

가 머물 곳을 찾을 수 있는지 몰라

근심에 사로잡혔습니다. At first he

knew not where he was, supposin

g himself still to be in the world;

but when he became conscious tha

t he was in the other life, and tha

t he no longer possessed anythin

g, such as house, wealth, and the

like, being in another kingdom, w

here he was deprived of all he ha

d possessed in the world, he was

seized with anxiety, and knew not

where to betake himself, or whithe

r to go for a place of abode.

그때 그는 오직 주님이 그와 모두를

위해 공급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

으며, 혼자가 되자 세상 살 때처럼

자유롭게 원하는 걸 생각해도 된다

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He was

then informed that the Lord alone

provides for him and for all; and

was left to himself, that his though

ts might take their wonted directi

on, as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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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제 (내세에서는 모든 이의

생각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생계에

필요한 기본적인 것조차 없는 상태

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

민했고, 이렇게 근심 중에 그는 심

장 지역에 속한 어떤 천적 영들의

교제권 속으로 옮겨졌으며, 거기서

그는 이들이 자기가 바라는 것에 온

통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보았습니

다. He now considered (for in the

other life the thoughts of all may

be plainly perceived) what he mus

t do, being deprived of all means

of subsistence; and while in this s

tate of anxiety he was brought int

o association with some celestial s

pirits who belonged to the provinc

e of the heart, and who showed hi

m every attention that he could d

esire.

이런 일이 있고 나서, 그는 다시 혼

자가 되었고, 체어리티 가운데서 생

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받은 이

엄청난 친절을 어떻게 하면 보답할

수 있을까...?’ 이것을 보면, 그는 살

아생전 체어리티 신앙으로 살던 사

람임이 분명했고, 그러자 그는 즉시

천국으로 올려졌습니다. This being

done, he was again left to himself,

and began to think, from charity,

how he might repay kindness so

great, from which it was evident t

hat while he had lived in the body

he had been in the charity of faith,

and he was therefore at once take

n up into heaven.

저는 또 다른 경우를 보

았는데, 그는 천사들에

의해 즉시 천국으로 옮겨져 주님의

영접을 받고 천국의 영광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조금 머물

다가 천국으로 옮겨지는 훨씬 더 많

은 경우에 대해서까지 일일이 말씀

드릴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I saw

another also who was immediately

translated into heaven by the ange

ls, and was accepted by the Lord

and shown the glory of heaven; no

t to mention much other experien

ce respecting others who were co

nveyed to heaven after some lapse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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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주

각주 #1, p.10, ‘계시록 주해’ 462번

e번 글에 보면, ‘sociantis sodaliti

a’(매력을 발산하는 것) 대신 ‘incan

tatoris incantationum’(마법사의

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집자

주] In Apocalypse Revealed (n. 46

2e), instead of sociantis sodalitia

(one that charmeth charms) there

is incantatoris incantationum (ench

anter of enchantments). [Revise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