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18:19-22
‘이드로가 모세에게 방침을 주다’

1/13

이드로가 모세에게

방침을 주다

19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

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

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20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

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21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

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

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

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

부장을 삼아 22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네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

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

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네

게 쉬우리라 (출18:19-22)

신성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진리

는 사람의 의지 안으로 들어온

다. 그러나 신성으로부터 간접적

인 방법으로 오는 진리는 사람

의 이해력 안으로 들어간다. 그

리고 그렇게 될 때 의지와 이해

력이 하나로 움직이지 않으면

결합이 일어나지 않는다. 즉 의

지가 선한 것을 원하고, 이해력

이 진리를 이용해 선한 것을 인

정해야 결합이 일어난다. 그러므

로 두 가지 종류의 진리가 서로

결합할 때 주님이 계신 것처럼

느끼고 그것들이 결합하지 않을

때는 주님은 계시지 않은 것이

다. (AC.7056:3)

※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비밀) 위 7056번 글 3번 항에 대

한 Clowes 영역 및 Potts 개정본

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truth proceeding immediate

ly from the Divine enters into t

he will of man, this is its way;

but the truth which proceeds m

ediately from the Divine enters

into the understanding of man;

and therefore conjunction cannot

be effected unless the will and t

he understanding act as a one,

that is, unless the will wills goo

d, and the understanding confir

ms it by truth. When ther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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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is conjunction, then the L

ord appears as present, and his

presence is perceived; but when

there is no conjunction, then th

e Lord is as it were absent;

이는 출애굽기 4장 27절, ‘여호와

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

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

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에 관

한 주석 중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And he we

nt, and met him in the mountai

n of God)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인 선과

진리를 끊임없이 우리 인간에게

보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주

님으로부터 올 때는 하나로 오지

만 사람이 받을 때는 선 따로 진

리 따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선은

사람의 의지(will) 안으로 들어오

고요, 진리는 이성(understanding,

이해) 안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

면 사람의 의지는 선을 받는 그

릇이고, 이성은 진리를 받는 그릇

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

니다. 그렇기에 이성과 의지가 서

로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된다면 진리와 선도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기

전에는 유감스럽게도 이성과 의

지가 따로 움직입니다. 서로 일치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머리로는 진리를 따라 살아야겠

다 하지만 의지가 말을 잘 안 듣

습니다. 심지어 의지가 이성으로

이해하는 진리와 정반대로 움직

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

은 선과 진리가 서로 분리된 상

태입니다. 그 상태를 말씀에서는

모세 혼자서 백성들을 재판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

다. 즉 선이 없는 진리를 붙들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인데요, 그 상태로는 거듭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드로는 모

세에게 ‘네가 혼자 할 수 없으리

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진리와 선은 왜 함께 있

어야 할까요? 영적인 모든 능력

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고 선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것처

럼 주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고,

선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비유

로 말하면, 태양의 뜨거운 열과

같은 분이신데, 진리는 불에서 나

오는 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만물을 생장(生長)하게 만드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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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빛이 아니라 빛이 담고 있는

열에서 나옵니다. 그것만 보더라

도 선에서 모든 능력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진리

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 이것이 다 선에서 나오

는 것입니다. 진리와 선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진리는 선 자체이

신 주님을 우리와 연결 짓는 역

할을 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은 오직 진리를 통해서만 주님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는 주님과 사람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인데, 이 진리는 그 안에

선이 들어있는 진리이어야 한다

는 것입니다. 선이 없는 진리는

주님을 제대로 보여줄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어 한겨울에

냉랭한 태양 빛을 통해서는 태양

의 왕성한 생명력을 거의 못 느

끼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

로 그 안에 선이 들어있지 않은

진리를 통해서는 주님의 존재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

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내면

에서 선과 진리의 결합이 일어나

야 하고,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선

을 동반한 진리가 우리 겉 사람

을 이해시켜야 합니다. 그렇기 때

문에 지난 시간에는 사람의 의지

가운데 있는 선과 이성 가운데

있는 진리가 서로 만나 결합하는

것을 이드로와 모세의 만남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진

리와 선이 서로 만나 결합할 때

거기서 나오는 진리, 즉 선을 동

반한 진리가 비로소 주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진리가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 어떤 것일까

요? 예를 들면 우리가 한여름에

뜨거운 햇볕을 통해 태양의 존재

를 느끼는 것과 같고요, 식물이

햇볕을 받아 왕성하게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선, 또는

사랑을 느끼고 받아들이는 것입

니다.

진리가 중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겉 사람이 변합니다. 겉 사

람은 보통 세상만 바라봅니다. 세

상의 즐거움, 세상의 욕망, 세상의

명예와 부. 이런 것만 바라보는

것이 겉 사람인데, 그 겉 사람이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진리를 통

해 주님을 만날 때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

리고는 이제 선에 대한 열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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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납니다. 그것이 진리가 중재

하는 것입니다. 그냥 진리뿐인 진

리는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없습

니다. 열기 있는 빛이라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선을 동반

한 진리만이 주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

므로 거듭나는 과정은 모세와 이

드로가 만나기 전 상태와 만난

후 상태로 구별이 됩니다. 모세와

이드로가 만나기 전의 진리는 선

이 없는 진리의 상태이고, 그래서

주님을 머리로는 믿는데 가슴, 곧

의지가 작동하지 않는 상태이고

요, 모세와 이드로가 만난 다음의

진리는 비로소 가슴, 곧 그 안에

사랑이 있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

하면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만 이

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삶으로

도 옮기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나

아가서 그것을 기뻐하는 상태입

니다.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생길

까요? 자연히 진리와 반대되는

것은 싫어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

세와 이드로가 만나기 전의 상태

와 후의 상태는 극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드로와 모

세가 만난 다음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서 선과 진리가 결합한 다음에

일어나는 변화들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이드로

가 이렇게 말합니다.

19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

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

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이드로는 지금 모세에게 세 가지

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둘째는 내

가 방침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합

니다. 셋째는 백성들의 사건을 하

나님께 가져가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이드로가 ‘내 말을 들으

라’ 했습니다. 말씀에서 ‘듣는 것’

은 복종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모세가 이드로의 말을 듣는 것은

진리가 선에게 복종하는 것을 의

미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세는

진리(Divine truth)를 나타내고요,

이드로는 선(Divine good)을 나

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

리가 선에게 복종한다는 말은 무

슨 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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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와 선이 결합해 하나가 되기

전에 우리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진리가 앞장서서 이끄는 삶이었

습니다. 즉 진리가 선을 향해 우

리를 이끄는 삶이었습니다. 그러

나 내면에서 진리와 선이 결합한

다음에는 이제 선이 앞에 나서고

진리가 선에 복종해 뒤를 따르는

상태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전에 배웠던 것이 생각

나실 것 같습니다. 이전에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 대해 배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은 진

리를 나타내고, 에서는 선을 나타

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늘 말씀

드리지만, 선은 진리보다 먼저 있

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은 불과

같고, 진리는 불에서 나오는 빛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선이 진리보다 앞에 있습

니다. 그런데 왜 진리를 표상하는

야곱이 선을 표상하는 에서를 제

치고 장자의 역할을 할까요? 다

시 말하면, 선이 앞장을 서야 할

것 같은데 왜 진리가 앞장설까

요? 처음 거듭날 때는 우리에게

있는 선이나 사랑이 그렇게 순수

하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까 우리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안에 사실은 자아에서 나오는 이

기적인 의도가 들어있을 때가 많

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선이나

사랑을 따라가면 거듭날 수가 없

습니다. 그래서 처음 거듭날 때는

마음속에서 선한 애정이 일어난

다 하더라도 항상 진리에 비춰봐

야 합니다. 진리라는 거울을 통해

내 마음속에 있는 애정을 들여다

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

에 그때는 진리가 앞장을 서고

선이 그 뒤를 따라갑니다. 그러나

내면에서 진리와 선이 결합한 다

음에는 우리 마음속에서 기뻐하

는 것이 모두 진리에 부합하는

것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우

리가 주님을 믿을 뿐 아니라 사

랑하게 되고, 그러므로 선한 것을

기뻐하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

다. 그래서 그때는 전과는 달리

선이 앞장을 서고, 진리는 선에

복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

씀에서는 이드로는 모세에게 내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

하면 이제는 선이 앞장을 서고,

진리는 선에 복종해야 한다는 그

런 뜻입니다.

이드로가 두 번째 말한 것은 무

엇입니까? ‘내가 네게 방침을 가

르치리니’입니다. 이드로가 모세

에게 방침을 내린다는 것은 주님

이 이제 직접 가르치시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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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합니다. 주님이 직접 가르치

시는 진리는 이제까지 배운 진리

와는 다른 진리입니다. 주님의 선

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말

씀을 읽고 교리 공부를 하면서

배웠던 진리는 주님으로부터 직

접 나오는 진리는 아니고요, 그래

서 그 안에는 선한 것이 들어있

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우리

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기 위한

진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으로부

터 직접 나오는 진리는 그 안에

선이 들어있으며, 그래서 언어로

는 표현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지 속으로 들어

오기는 하지만 이성 안으로는 들

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면에

서 선과 진리가 결합한 다음에는

주님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진리

가 이성 가운데로 흘러들어옵니

다. 이 말은 이전에는 이해할 수

없던 진리, 즉 그 속에 선이 들어

있는 진리를 이제는 이성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어떻

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주님으로부터 직접 나오는 진리

가 이성이 이해할 수 있는 옷을

입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그래

서 그것은 주님에게서 직접 나오

는 진리이면서 동시에 간접적인

진리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가르

치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

니다. 그것을 본문에서는 이드로

가 모세에게 방침을 내리는 것으

로 표현합니다. 따라서 이드로의

방침은 주님께서 직접 가르치시

는 진리이구요, 그래서 선으로부

터 나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사람

의 의지를 움직이는 그런 진리들

입니다. 그것을 이제 이드로가 모

세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요컨

대 이드로가 모세에게 주는 방침

은 주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진리이면서, 또한 간접적인 진리

이므로 중재 역할을 하는 진리입

니다. 그것에 대해 이드로는 다음

과 같이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모세가 백성들의 사건을 하나님

께 가져간다는 것의 속뜻은 진짜

백성들의 사건을 하나님께 가져

가는 것이 아니고요, 중재하는 진

리가 주님과 우리 신앙인들을 중

간에서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중

재하는 진리는 앞으로 말씀드릴

천부장, 백부장 등으로 표현되는

지도자들입니다. 주님과 우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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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중재가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전에는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지혜, 즉 주님의 사랑

이 담긴 지혜를 이제는 이해하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서 이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20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

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여기서 ‘율례와 법도’는 주님의

지혜로부터 나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은

우리가 그 가르침에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드로가

또 말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21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

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

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

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이드로가 모세에게 백성 가운데

서 지도자를 고르라고 합니다. 여

기서 백성은 우리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진리들을 말합니다. 사

람 안에 있는 진리란 어떤 것일

까요?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는

것, 일을 할 때 세우는 계획, 일하

는 방법, 논리, 이런 것들이 다 진

리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 가운데

서 지도자를 고르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그 가운데 으뜸이 되

는 진리, 이를테면 삶의 원칙이나

원리 같은 것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러한 삶의 원리는 진리이면서

그 안에 선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님과 신앙인들을 중재할 수 있

습니다. 그러면 이 중재자로서의

진리는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에

대해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표

현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

력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선

안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즉

우리가 선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에 대해 진정으로 경외하는 마음

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

안에 있을 때 사람은 능력을 가

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선으로부터 모든 영적 능력이 나

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능력이 있다는

말은 영적으로는 같은 말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

력 있는 자는 선을 동반한 진리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중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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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의 첫 번째 자질입니다. 그다

음 두 번째 자질은, 불의한 이익

을 미워하는 자라고 합니다. 불의

한 이익은 한마디로 그 안에 세

상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진리입

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과 이웃을

위한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의

진리, 즉 거짓입니다. 그러므로 불

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는 거짓

없는 순수한 진리를 뜻합니다. 따

라서 이드로의 말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에게서 직접 나오는

선과 진리가 우리 내면에서 하나

가 될 때, 그것으로부터 중재하는

진리가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중재하는 진리는

선을 동반하는 진리이고, 그러므

로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재하는 진리는 거짓 없

는 순수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진리들을 본문에서는 천부장, 백

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이라고 표

현했습니다. 이들이 각각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천부장은 선과 결합한 진리로부

터 나오는 가장 높은 등차, 등급,

단계의 진리입니다. 천부장이니까

요! 그리고 백부장은 두 번째 높

은 단계의 진리이며, 십부장은 가

장 낮은 단계의 진리입니다. 그러

면 오십부장은 무엇일까요? 오십

부장은 첫 번째, 두 번째 단계의

진리를 가장 낮은 단계의 진리와

연결시키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성의 흐름

은 첫 번째 단계의 진리를 통해

두 번째 단계의 진리 안으로 들

어오고, 그리고 다시 세 번째 단

계의 진리 안에 들어올 때 그 흐

름이 완성됩니다. 그때 사람은 비

로소 가장 낮은 차원의 이해력,

즉 감각을 통해 선과 진리이신

주님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

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마지막

까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

러기 위해서는 오십 부장으로 표

현되는 중재하는 진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좀 더 설명하면, 첫

번째, 천부장과 백부장으로 표현

되는 진리는 선에 가까운 진리이

며, 그러므로 이성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진리입니다. 반면에 십부

장은 선이 거의 없는 자연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각

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 진리를 연결하는 것

이 오십부장입니다. 그것은 선과

진리가 함께 있는 진리이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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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표현되는 선은 오십부장이

라는 중간 역할을 하는 진리를

통해 십부장으로 표현되는 자연

적 진리 안에 담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 단계의 진리는 각각

어떤 특성을 가질까요? 그것에

대해 성(聖) 문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이해합

니다.

첫 번째 진리인 천부장은 앞에서

도 말씀드렸지만, 선에 가까운 진

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일을 할 때 일의 목적과 관련된

진리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일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첫 번

째 단계 진리인 천부장은 아마도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과

관련된 원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

다. 주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일하기를 원하시기 때

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진리인

백부장은 어떤 진리일까요? 그것

은 그 선이라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또는 방법과 관련된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에 가장 맞

을 것인가를 여러 가지 대안을

놓고 따지지 않습니까? A라는 대

안이 있고, B라는 대안이 있고, C

라는 대안이 있는데, 어떤 것은

자기의 이익에 맞춰진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것은 주님께 맞

춰진 것일 수 있고 말입니다. 그

때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두 번째 단계의

진리, 즉 백부장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의

진리인 십부장은 목적과 수단을

통해 이루어지는 결과에 대한 진

리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이를테면 우리가 하는 일이 자신

의 삶, 또는 공동체의 미래를 어

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을 제시

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의 진리

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십 부

장은 주님의 목적과 그것을 이루

는 수단이 각 사람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현되도록 돕는 진

리입니다. 목적과 수단을 결과에

연결시키는 진리이니까요. 이렇게

본다면 주님께서 진리를 보내주

실 때 대단히 체계적이고 합리적

으로 보내 주신다는 것을 알 수

가 있습니다. 일을 단계별로 묶으

시고요, 일의 단계에 따라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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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 등차의 진리를 적용하도록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결

과와 관련되는 일에 대해서는 십

부장에 해당되는 진리를 하나의

원칙으로 보내 주시구요, 또 계획

을 세우거나 방법을 고민할 때는

백부장에 해당되는 진리를 원칙

으로 보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저의 이해입니다.

말씀의 영적인 부분은 추상적이

고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 정도까지 제

게 알려 주셨다 믿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방금 ‘말씀의 영적인 부분은

추상적이고 대단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이라 하신 이 부분에 대

한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비밀) 8443번 글에 관련

내용 있어 잠깐 인용, 소개합니다.

Truth Divine is not of one degr

ee, but of many. Truth Divine i

n the first degree, and also in t

he second, is that which procee

ds immediately from the Lord;

this is above the angelic unders

tanding. But truth Divine in the

third degree is such as is in th

e inmost or third heaven; this i

s such that it cannot in the leas

t be apprehended by man. Trut

h Divine in the fourth degree is

such as is in the middle or sec

ond heaven; neither is this intel

ligible to man. But truth Divine

in the fifth degree is such as is

in the ultimate or first heaven;

this can be perceived in some s

mall measure by man provided

he is enlightened; but still it is

such that a great part of it can

not be expressed by human wor

ds; and when it falls into the id

eas, it produces the faculty of p

erceiving and also of believing

that the case is so. But truth D

ivine in the sixth degree is suc

h as is with man, accommodate

d to his perception; thus it is t

he sense of the letter of the Wo

rd. This sense, or this truth, is

represented by the cloud, and t

he interior truths are represent

ed by the glory in the cloud.

신적 진리는 한 가지 등급, 단

계, 수준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

니고요, 여럿으로 되어 있습니

다. 신적 진리 맨 첫째, 둘째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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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주님한테서 직접 나오는

진리로서 이는 천사들조차 이해

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신적 진

리 셋째 단계는 가장 안쪽, 즉

삼층천 진리인데, 이는 사람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진리입니

다. 신적 진리 넷째 단계는 가운

데, 즉 이층천 진리입니다. 이

역시 사람은 깨달을 수 없는 진

리입니다. 신적 진리 다섯째 단

계는 가장 바깥, 즉 일층천 진리

인데, 이 진리는 어느 정도는 사

람에게, 하지만 빛을 받아 밝아

진 사람에게만 지각됩니다. 그럼

에도 여전히 그 대부분은 지상

의 언어로는 표현할 수 없으며,

그러다가 머릿속 아이디어가 되

면, 그때 그게 지각되고 믿어지

게 됩니다. 신적 진리 여섯째 단

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사람에

게 맞아 사람이 지각할 수 있으

며, 이것이 바로 말씀의 겉 글자

의 뜻입니다. 이 뜻, 즉 이 진리

를 구름으로, 그 속에 담긴 내적

진리들을 구름 속 영광으로 표

현한 것입니다.

이는 출애굽기 16장 10절, ‘아론

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

에 나타나더라’에 관한 주석 중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And behold th

e glory of Jehovah was seen in

the cloud.)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말씀에 관한 이런 배경이 있

기 때문에 앞에서 저렇게 말씀하

신 것입니다.

22절, 끝절입니다.

22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

하게 하라 큰일은 모두 네게 가

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

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

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

할 것인즉 일이 네게 쉬우리라

여기서 큰일을 모세가 가져간다

는 것은 마치 일을 분담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고요, 모

세로 표상되는 진리, 즉 주님으로

부터 직접 나오는 진리로부터 모

든 중재하는 진리들이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작은 일은 그

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은

모든 진리가 주님으로부터 나옴

에도 불구, 삶에서 매일 일어나는

자잘한 일들을 조율하는 지혜는



출18:19-22
‘이드로가 모세에게 방침을 주다’

12/13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러

한 삶의 작은 지혜들은 어디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세상

의 상식이나 도리 또는 개인의

생각에 맡겨진다고 보는 것입니

다. 그것이 ‘작은 일은 스스로 재

판할 것이다’ 하는 말씀의 의미입

니다. 많은 사람이 설마 삶의 세

세한 일들까지 주님께서 관여하

시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소한 일을 할 때는 주님께 지

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진리

는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그것은

가장 높은 곳으로부터 삶의 가장

낮고 작은 부분에까지 흘러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

을 계속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

중재하는 진리입니다. 그렇게 해

서 인간은 그들의 한없이 무딘

감각으로 주님과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어렴풋이나마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서 이드로는 모세와 그의 동역자

들이 일을 함께 담당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직접

오는 진리와 그것을 중재하는 진

리들이 협력, 우리를 거듭나게 한

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동

역자들이 이를 함께 감당할 것이

라고 말했고요, 또 이 일이 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

까요? 천부장이나 백부장, 오십부

장, 십부장과 같은 중재하는 진리

들이 없이 모세 혼자서는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일이 쉽

다는 말은 중재하는 진리가 모세

로 표상되는 내적 진리를 돕는다

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에도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시간을 생각하고, 또

묵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

은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까지 일

일이 관여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큰

틀에서 역사하시고, 자잘한 일들

은 그냥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것

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

님은 그렇게 큰 틀에서만 섭리하

시고 작은 일들은 우리에게 또는

세상 돌아가는 이치에 맡기시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움직이는

원리가 모두 주님으로부터 나오

는 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은 가장 순수한 진리인 선을 동

반한 진리로 삶의 가장 낮은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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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까지 내려오십니다. 그렇게 해

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

입니까? 오늘 계속 말씀드린 중

재하는 진리, 즉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으로 표상되는

진리들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중재하는 진리

를 통해 주님이 우리를 직접 가

르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

먼저 선과 진리의 결합이 일어나

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

게 하면 우리 안에서 선과 진리

의 결합이 일어날까요? 주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선으로 오신다

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안에 선

이 있는 사람에게 진리로 또 오

신다고 합니다. 물론 주님은 먼저

진리로 오세요. 그래야 주님을 믿

게 되니까요, 그러나 믿음이 생긴

다음에는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

니다. 그래야 본격적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

다. 겸손하지 않으면 선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

게 해서 선이 있어야 그 선이 주

님으로부터 진리를 끌어당겨 선

과 진리의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

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

은 항상 자신을 낮추고 주님과

이웃을 높이는 일입니다. 그런 은

혜가 우리 교우님들과 함께하시

기를 기도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

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

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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