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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8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

키라 9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10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

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

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11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

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

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출20:8-1

1)

‘일곱째 날의 쉼’(rest in the sev

enth day, 안식일)이 평화와 사랑

의 선을 상징하는 이유는 거듭

나거나 새로 태어나기 전의 사

람은 평온하지도, 쉼도 없는 상

태에 있기 때문인데요, 그때는

그의 자연적 생명이 영적 생명

과 싸워 영적 생명을 지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결과적

으로는 주님이 애를 쓰시는 상

황인데요, 주님이 사람을 위해

지옥들의 폭력에 맞서 싸우시는

상황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사

랑의 선이 심기는 순간 싸움은

그치고, 평화가 뒤따르는데요,

그때 그 사람은 천국으로 인도

되며, 그곳 법질서를 따라 주님

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곱째 날 여호와

의 안식’이 상징하는 것입니다.

(AC.8893)

※ AC(Arcana Coelestia, 천국의

비밀) 위 8893번 글에 대한 Clow

es 영역 및 Potts 개정본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hat by “rest in the seventh

day” is signified peace and the

good of love, is because before

a man is regenerated, or create

d anew, he is in an untranquil

and restless state, for his natur

al life then fights with his spirit

ual life, and wishes to rule over

it. Consequently at this time the

Lord has labor, for He fights fo

r man against the hells which a

ssault. But as soon as th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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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love has been implanted, the

combat ceases, and rest ensues,

for the man is then introduced i

nto heaven, and is led by the L

ord according to the laws of or

der there, thus in peace. These

things are signified by “the res

t of J ehovah in the seventh d

ay.”

이는 오늘 본문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

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1’에 관한 주석 중 ‘일

곱째 날에 쉬었음이라’(And rest

ed in the seventh day.)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몇

가지 계명을 내려 주셨습니다. 그

중 첫 번째 계명은 여호와가 아

닌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

지 말고 거기에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여

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잠

깐, 어떻게 하는 것이 우상을 섬

기는 것입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자기 욕심

대로 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

다. 또는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진리를 악용하는 것도 우상을 섬

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모

든 종류의 우상은 결국 인간의

자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아는 어떤 의미에서

는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인간

을 주체적인 존재로 만드는 것이

자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아는 모든 악의 원천

입니다. 그래서 성문서에서는 자

아를 내려놓는 만큼, 주님으로부

터 천국적인 자아가 흘러 들어온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필요한 자아는 타고난

자아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천

국적 자아인 것이지요. 따라서 세

상 사는 동안 타고난 자아, 태생

적 자아를 버리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의 내면

으로 주님의 자아가 흘러들어오

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

라시는 명령에는 그런 뜻이 담겨



출20:8-11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3/11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네 번째

계명을 내려 주십니다. 네 번째

계명을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

다.

8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

키라

성경에 안식일이 처음 언급된 곳

은 창세기 2장 2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데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

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

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

에 안식하시니라 (창2:2)

그러니까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일

곱째 날에 쉬신 것입니다. 여기서

창조는 말 그대로 자연적인 세상

의 창조를 뜻하지 않고요, 그 속

뜻으로는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

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창조의 엿

새는 진리를 처음 받아들인 인간

이 진리의 인도를 받아 선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일곱째 날인

안식일은 완전히 거듭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의

상태와 그 전 엿새 동안은 서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엿새 동안

에는 내적 싸움이 있고, 일곱째

날엔 싸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영

적으로 거듭나는 동안에는 우리

속에서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의

싸움이 계속됩니다. 그러나 거듭

난 다음에는 싸움이 모두 끝나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 평화는 세

상 것으로부터 오는 평화가 아니

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지극히 내

적인 평화입니다. 우리는 보통 세

상 것으로 완전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모두 손에

넣으면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지

요. 그러나 원하는 것이 어디 끝

이 있겠습니까? 하나를 얻으면

또 하나를 가지고 싶은 것이 인

간의 속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것으로는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의

평화, 즉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화

만이 영원하고 완전한 평화인 것

입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은 안식일의 상

태에서는 더 이상 진리의 인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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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고 선의 인도를 받습니다.

그러한 상태를 동양 고전에서는

‘마음의 욕구를 따르더라도 진리

에 어긋나는 법이 없는’ 상태라

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상

태에서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욕

구에 따라 행동하더라도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냐하면 그때 욕구는 주님이 주시

는 선한 욕구이며 애정이기 때문

인데요, 그렇다면 그 전 육일간은

어떻습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애정들이 그렇게 순수하지 않습

니다. 설사 겉으로는 선해 보이더

라도 그 내면에는 뭔가 불순한

동기가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거

듭나기 전에는 내면에서 일어나

는 애정들을 진리를 가지고 훈육

해야만 합니다. 창조의 엿새 동안

진리의 인도를 받는 것은 그래서

입니다. 그렇게 엿새가 지나고 칠

일째 되는 날, 즉 거듭난 다음에

는 내적 싸움이 모두 끝납니다.

그래서 거듭남의 상태인 이 일곱

째 날을 안식일(安息日, the Sabb

ath day)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의 상태는 한마디로, 주님

과 우리가 결합한 상태이고, 우리

속 진리와 선이 서로 결합한 상

태입니다. 따라서 안식일을 기억

하라는 말씀은 선과 진리가 하나

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자나 깨나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천국의 비

밀’ 8885번 글을 보면, 내면의 의

식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인간

의 의식은 가장 깊은 내면의 의

식이 있고요, 그 바깥쪽에 외연을

형성하는 의식이 있다고 합니다.

가장 깊은 내면의 의식을 이루는

것은 이를테면 신앙의 진리 같은

명확한 생각이나 신념 같은 것들

입니다. 그리고 그 외연을 이루는

의식은 애매모호한 것들이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

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명확하

게 규정하지 못하는 모호한 개념

이나 사상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

데 안식일을 기억하라 할 때, 기

억하는 것은 내면 깊은 곳 의식

의 핵을 이루고 있는 것들입니다.

개인이 신앙하는 진리들이 거기

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은 선

과 진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그 생각과 믿음이 의식

깊은 곳 핵이 되어서 모든 생각

과 행동을 지배하도록 만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선과 진리가 하나 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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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진리나, 진리가 없는 선은

아무 쓸모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

리를 가지고만 있고 행동으로 옮

기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

습니까? 그런 진리를 주님께서는

맛을 잃은 소금이라고 표현하셨

습니다. 또 선은 있는데 진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

에는 천성적으로 선하지만 진리

가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진리가

없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는 뜻

이기도 합니다. 진리가 없는 선은

마치 궤도를 벗어난 기차처럼 맹

목적이고 위험합니다. 그래서 주

님은 안식일, 즉 선과 진리가 하

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

라고 하십니다.

주님은 안식일을 기억할 뿐만 아

니라 거룩하게 지키라고도 하셨

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주일날 예배에

꼭 참석하라는 뜻일까요? 물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일을 지키는 행위 가운

데 반드시 담아야 할 것들이 있

는데요, 그것은 바로 선과 진리는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믿

음입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모든 교회는 선과 진리의 결합이

깨어질 때 무너졌습니다. 교회가

붕괴하는 모습을 창세기 19장에

서는 롯의 아내가 하나님의 명령

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롯의 아내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소금 기둥으로 변했

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가지고 있

는 영적 자산을 모두 잃어버리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앞만 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뒤를 돌아보아

서도 안 되고 옆을 보아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많은 교회

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지금의

기독교회만 보더라도 처음 교회

가 시작될 때는 사랑과 진리가

충만했습니다. 그랬던 교회들이

점점 세속화되면서 사랑은 없어

지고 진리만 남게 되었고, 그러더

니 결국 그들은 믿음만으로 구원

받는다는 신조를 마치 주문처럼

외우면서 스스로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그들처럼 되지 않을까? 염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

하게 지키라 간절하게 말씀하십

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는 것은 선과 진리가 하나가 되

면 다시는 떨어지지 않도록 잘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 12

절까지는 안식일을 왜 거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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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야 하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

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9절

입니다.

9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신앙인들은 진리를 처음 배우면

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를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악과 거짓의 실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아에서 나오는

지배욕이며, 정욕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러한 것들과 결별하기 위한 싸움

을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악하고

거짓된 습관들이 물러가야 주님

으로부터 선하고 진실한 것들이

흘러들어오기 때문인데요, 그러므

로 본문에 ‘엿새 동안’이라는 말

은, 진리를 통해 악과 거짓을 제

거하는 시간이며 내적 싸움의 기

간입니다. 악과 거짓을 상대로 한

싸움은 아주 필사적인 싸움입니

다. 악과 거짓은 우리 힘으로는

떼어버릴 수가 없고, 오직 주님께

서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할 때 항상 주

님의 손을 잡아야 하는데, 그런데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는 시험에서 이기게 해달라고 늘

주님께 구하지만, 입으로만 구하

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

입니다. 무엇보다 나를 내세우지

않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것이 어떤 기도보다도 더 중요합

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나를 부

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험에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목회

일을 하면서 여러 사람으로부터

각자가 겪는 내밀한 시험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제가 부족해서

그런지 그런 말을 들을 때는 감

당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시험이

길어지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

도 잘 모릅니다. 사람의 내면 깊

은 곳에 무엇이 있는지는 오직

주님만 아시니까요. 그러나 대개

는 주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다

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고, 주님의 시선을 통해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노력

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문

제가 무엇인지 보여주실 때 진정

한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때 시험에서 이길 힘을 얻습니

다. 시험 중에는 한번 악을 거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번 이기

면 다섯 번 이길 힘을 주시고, 두

번 이기면 오십 번 이길 힘을 주



출20:8-11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7/11

십니다. 주님의 그런 역사와 우리

를 대신해 싸우시는 주님의 능력

을 믿는다면 시험이 그렇게 어려

운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싸움의 과정을 통해 우리

는 철저히 낮아질 수 있고요, 영

적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러

므로 ‘엿새 동안 힘써 행하라’는

이 말씀은, 내적 싸움을 통해서

안식일을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1

0절입니다.

10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

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

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

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

의 상태는 신앙인의 내면에서 선

과 진리가 완전히 하나 되는 것

이고,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내적

싸움이 끝나고 영적 평화의 상태

로 들어가는데, 그 평화의 상태를

오늘 말씀에서는 ‘아무 일도 하

지 않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것은 아직

싸우는 것이며, 평화가 없는 것입

니다. 즉 우리 마음에 걱정과 근

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걱정과 근

심이 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자아에 매여 있다는 뜻입니다. 걱

정과 근심은 결국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되지 않으면 어떡하

지?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되면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기다리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것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입

니다. 저도 최근에 마음이 무거울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

히 생각해 보면 청주의 일들이

정리되지 않아 그런 것 같습니다.

※ 이순철 목사님은 서울 새 교

회 담임으로 지난 2016년 12월에

부임하셨고, 그 전엔 청주 새 교

회를 섬기셨습니다. 참고로 이 설

교는 2017년 5월 7일 주일 설교

입니다.

사실 주님은 아흔아홉 가지를 이

루어 주시고, 마지막 한 가지만

남겨 두셨을 뿐인데 우리는 그

하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

바심을 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

십니다.

또 주님께서는 ‘너나 네 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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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가축이나 네 문 안

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하십니다. 좀 전에 말

씀드린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선과 진리의 결합을

바탕으로 한 내적 평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들이나

딸, 남종이나 여종,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

도 하지 말라’는 것은 속 사람과

겉 사람 안에 있는 선과 진리들

이 서로 결합해야 한다는 것과

그로 인한 평화의 상태를 뜻합니

다. 왜냐하면 ‘아들, 딸, 남종, 여

종, 가축, 문안에 머무는 객’은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선하고

진실한 것들을 뜻하기 때문입니

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아들과 딸’은 속 사람 안에 있는

지성과 의지를 나타냅니다. 남자

는 지성이고요, 여자는 의지입니

다. 또 ‘남종과 여종’은 겉 사람

안의 지성과 의지를 뜻합니다.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지성과 의지로

이루어지는 까닭은, 지성을 통해

서는 주님으로부터 진리를, 의지

를 통해서는 선을 받아들이기 때

문입니다. 그렇게 볼 때 지성과

의지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명

을 담는 그릇입니다. 이 두 가지

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과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겉 사람의

의지와 지성을 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거듭

나기 위해서는 겉 사람은 속 사

람에게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

다. 다시 말하면 속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겉 사람이

속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는 이

유는 이렇습니다. 속 사람은 보다

내적인 의식이기 때문에 주님과

더 가깝습니다. 그에 비해 겉 사

람은 세상과 밀착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 사람에 속한

의식은 자아의 영향을 많이 받으

며, 그러므로 세속적이고 탐욕스

럽습니다. 만약 우리가 겉 사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한다면 거듭나

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겉

사람은 반드시 속 사람에게 복종

해야만 합니다.

남종과 여종이 겉 사람에 속한

것이라면 ‘가축과 문 안에 있는

객’은 누구입니까? 가축은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애정들을 뜻합니

다. 그리고 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식을 뜻합니다.

예를 들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나

학문적인 지식 같은 것들이 객입

니다. 그것을 ‘문 안에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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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지식은 진리를 받아들이

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지식은 진리 자

체는 아니고 진리를 담는 그릇입

니다. 그걸 오늘 말씀에서는 그릇

이라고 하지 않고 문 안에 있는

객이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

와 같이 사람의 의식 안에는 속

사람과 겉 사람이 있고, 속 사람

과 겉 사람 안에는 다시 지성과

의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성과

의지 안에는 다양한 지식과 애정

들이 들어있습니다. 사람의 내면

을 이루는 이러한 것들은 사람이

거듭남에 따라 바뀝니다. 지식은

진리로 바뀌고, 애정은 선으로 바

뀝니다. 그리고 진리와 애정들이

서로 결합하여 하나가 됩니다. 그

때 내적인 평화가 찾아오는데, 오

늘 말씀에서는 그것을 ‘아들이나

딸, 남종이나 여종, 가축이나 문

안에 머무는 객이 아무 일도 하

지 않는 상태’라고 말한 것입니

다. 끝으로 11절 말씀입니다.

11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

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

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주님은 엿새 동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

들었다’고 하십니다. 엿새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싸

움의 기간입니다. 주님은 그 싸움

을 통해 우리 내면의 의식을 완

전히 새롭게 만드십니다. 여기서

하늘은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보다 내적인 의식을 말합니다. 그

러니까 하늘을 만드는 것은 주님

께서 속 사람을 새롭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땅은 하늘보다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겉 사람을 나

타냅니다. 그래서 땅을 만드신 것

은 겉 사람이 새롭게 되는 것입

니다. 그러면 바다는 무엇입니까?

바다는 땅보다 더 낮은 곳에 있

기 때문에 우리 몸의 가장 바깥

쪽에 있는 감각을 나타냅니다. 따

라서 여호와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

들었다’는 말씀은 주께서 사람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부터 가장 바

깥쪽의 감각까지 완전히 새롭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새롭게 만

드셨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가장 깊은 내면의 의식으로부터

육신의 감각에 이르기까지 주님

의 생명이 흐르는 상태입니다. 이

전의 감각이 세상의 욕망으로 가

득했다면, 거듭난 다음의 감각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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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주님의 생명이 흐릅니다. 그

래서 더 이상 감각의 기쁨을 추

구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

도 주님을 위해 쓰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먹고, 좋은 옷을 입더라

도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입는 것입니다. 스베덴보리 선생

도 어디 나가실 때는 단정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셨다고 합니

다. 그분이 세상적으로 자기를 내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새 교회의 현실

도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여러 가

지로 사정이 열악했는데 이제 주

님께서 안락하고 좋은 성전을 주

려고 하십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성전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때가 이제 되었다는 뜻으

로 저는 이해합니다. 그래서 주님

께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가 내적

으로 주님께 가까이 갈 때, 주님

은 외적인 것도 함께 주신다는

것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

하게 지키라’ 하신 네 번째 계명

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

을 잘 이해하려면, 창세기에 나오

는 창조의 육 일과 안식일의 내

적 의미에 대해 알아야만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를

위한 육 일은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한 내적 싸움의 과정입니다. 그

싸움을 거쳐야 우리는 안식일의

상태, 즉 선과 진리가 하나로 결

합한 상태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

하게 지키라고 하십니다. 안식일

을 지키라는 것은 안식일에 반

(反)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말

라는 뜻입니다. 즉 선과 진리가

일단 결합이 되면 다시는 떨어지

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주

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리신 이유

는, 선과 진리가 결합했다 하더라

도 언제든 깨어질 수 있기 때문

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몰락이 바

로 그것을 말해줍니다. 아담과 하

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순수했던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 교

회조차도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식일을 거

룩하게 지키는 것은 완전히 거듭

난 사람들에게나 해당하는 사항

이 아니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해하기

로는 이렇습니다. 거듭남은 점진

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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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하면 우리 내면에는 수많은

진리와 선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이미 서로 결합해 있다는

것입니다. 선과 진리들이 결합한

만큼 우리는 그만큼 거듭난 것입

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듭남은 어

느 순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시

는 것은, 내면에서 부분적으로 선

과 진리의 결합이 이루어졌다면

그것이 다시 떨어지지 않도록 하

라는 말씀이라고 이해합니다. 그

러기 위해서는 롯의 아내처럼 뒤

를 돌아봐서는 안 되고 앞만 바

라보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진리와 선이 이미 결합

한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고, 또

다른 진리와 선이 새로 결합하는

주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됩

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는 말씀 안에는 주님의 그런 마

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

기 바랍니다. 이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

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

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출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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