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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이 회개를 가르치다

1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

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

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2안나스와 가야바

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

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

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3

요한이 요단 강 부근 각처에 와

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4선지자 이사야

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

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

실 길을 곧게 하라 5모든 골짜기

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

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

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

요 6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

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눅3:1-6)

주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

하시지만 죄를 제거하는 것은

오직 신적 섭리에 따라 하신다.

그러므로 죄가 사해질 때 제거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류이다.

회개를 통해 죄를 제거하지 않

고 성찬식에 참여하는 것으로

죄가 사해진다고 믿거나, 믿음만

으로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

그리고 교황의 은혜로 구원받는

다고 믿는 사람들은 모두 이 같

은 오류에 빠진 사람들이다. 이

들은 모두 직접적인 자비와 즉

각적인 구원을 믿는다. 그러나

진리는 그 반대이다. 즉 죄는 제

거될 때 사해지는 것이다. 왜냐

하면 죄 사함에 앞서 회개가 있

어야 하며, 회개가 없으면 죄 사

함도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

님은 제자들에게 죄 사함을 위

한 회개를 가르치도록 다음과

같이 명령하셨다. “또 그의 이름

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

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

이라” (눅 24:47-48) (DP.280)

※ 이 DP(D ivine P rovidence) 2

80번 글에 대한 Wunsch 영역본

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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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is also an error of the age t

o suppose that when sins are r

emitted they are taken away. T

his is the error of those who be

lieve that their sins are pardon

ed by the sacrament of the Hol

y Supper although they have no

t removed them from themselve

s by repentance. Those also co

mmit this error who believe tha

t they are saved by faith alone;

those also who believe that they

are saved by papal dispensation

s. All these believe in unmediat

ed mercy and instant salvation.

But when the statement is reve

rsed it becomes truth, that is,

when sins are removed they are

also remitted. For repentance p

recedes pardon, and aside from

repentance there is no pardon.

Therefore the Lord bade his dis

ciples: That they should preac

h repentance for the remissio

n of sins (Luke 24:27, 47),

요즈음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픕니다.

※ 이 설교는 지난 2017년 3월 1

2일 주일 설교입니다. 참고로, 그

이틀 전인 3월 10일, 박근혜 대통

령 탄핵이 일어났습니다.

모두가 자신만 옳고 상대는 잘못

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서

로를 지독하게 미워합니다. 사회

가 둘로 갈라져서 타협의 여지가

전혀 없어 보입니다. 왜 이런 일

들이 벌어질까요? 한마디로 사랑

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진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진리는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입

니다. 이와 관련해 참된 기독교 5

87번 글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악은 자연적인 사람의 의

지 안에 깊이 심어져 있으며, 이

때 의지는 이성을 움직여 자기

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게 만든

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 이 TCR(True Christian Reli

gion) 587번 글에 대한 Ager 영

역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the evils into which man is bo

rn are generated in the will of

the natural man, and that the w

ill causes the understanding to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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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or it by thinking in agreemen

t with it...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한마

디로 사람의 마음은 이성과 의지

로 되어 있는데, 의지 속에는 태

어날 때부터 악이 들어있다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거듭

나지 않으면 이성이 올바로 기능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 합리적이라고 생각

하는 그 이성이 사실은 내면에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악에 의해

철저히 조종받고 있기 때문입니

다. 그러니까 의지 속에 있는 악

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

고 원하는 방향으로 판단하도록

이성을 조종한다는 것입니다. 오

늘날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 사람

들은 많지만 진실한 사람들은 별

로 없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에는 관

심이 없고 오직 자기 사랑과 세

상 사랑에만 깊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진실을 이야기하

고 정의를 주장한다고 하지만 사

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1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

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 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

두래와 드라고닛 지방의 분봉

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 왕으로, 2안나스와 가야바

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

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

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이 말씀에는 이스라엘을 지배하

는 여러 명의 지배자가 등장합니

다. 가장 높은 지배자가 누구입니

까? 디베료라는 로마 황제이고요,

그리고 그에게 위임을 받은 네

명의 지도자들, 즉 총독 빌라도와

헤롯, 그리고 그 동생 빌립과 루

사니아가 유대 땅을 넷으로 분할

해서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제사장은 그 유명한 안나

스와 그의 사위 가야바입니다. 말

씀에서 유대 지도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겉으로는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지만, 속뜻으로는 그 이름들 속에

내적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성문서에는 그

이름들이 각각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

만 그들이 모두 유대 나라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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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자라는 사실로부터 그 이름들

이 타락한 교회의 여러 가지 거

짓 진리들을 나타낸다는 것을 짐

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씀에서 지배자나 왕은 으뜸이 되

는 진리를 나타내고, 유대는 타락

한 교회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으뜸이 되는 진리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예를 들면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 같은 것이 으

뜸이 되는 진리입니다. 그것이 다

른 교파들과 구별되는 아주 중요

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가야바와 안나스란 인물은 무슨

뜻입니까? 이들은 유대교회의 제

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타락한 교회의 악을 의미합니다.

제사장은 본래 선을 의미하고 반

대로는 악을 의미하기 때문입니

다. 가야바와 안나스가 교회의 선

을 나타내지 않고 악을 나타내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체포하고,

심문하고, 또한 십자가에 매달았

던 장본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죽인 사람들입니

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타락한

교회의 악을 상징합니다. 그러므

로 1절과 2절에 나오는 유대의

지배자와 성직자들은 모두 타락

한 교회의 악과 거기에서 나오는

거짓 진리들을 나타냅니다. 거짓

진리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왜곡해

서 만든 거짓도 있을 것이고, 다

른 종교의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

과 섞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유대의 지배

자들을 보면 유대 사람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베료’나 ‘본디오 빌라도’, ‘루사

니아’ 같은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

닙니다. 그러므로 그들로 표상되

는 거짓 진리는 말하자면 다른

종교의 교리에서 차용해 섞은 거

짓 진리이고, 나머지 헤롯과 빌립

같은 유대인들은 말씀을 왜곡해

만든 거짓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여기 헤롯과 빌립은 예수님

출생 시 2세 이하 아기들을 죽인

대왕 헤롯의 배다른 형제들로서

아버지 헤롯이 에돔 출신인 관계

로 이들 역시 사실은 명목상 유

대인이라는 꼬리표가 늘 붙어 다

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진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

늘 본문에서는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가 되었다”

고 했습니다. “열다섯 해”가 되었

다는 말은 속뜻으로는 교회가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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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새로운 상태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숫자 14는 완전함을 뜻

하는 7이 두 개가 모인 수이기

때문에 하나의 영적 상태가 처음

시작될 때부터 끝날 때까지의 전

기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5는

14 다음에 처음 시작하는 수(數)

이니까 ‘교회가 새로 시작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타락한 교회가 문을 닫

고 새로운 교회가 시작되는 때가

바로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열다섯 해가 되었다는 말의 의미

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은 디베

료라고 하는 거짓 진리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상태라면, 15는

때가 되어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

를 위한 말씀을 주시는 때인 것

입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교회

를 여실 때마다 언제나 새로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은 교회의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으로 표상되

는 태고교회가 몰락하고 고대교

회가 시작되었을 때는 상응의 지

식을 주셨으며, 고대교회가 몰락

하고 유대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구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

고 유대교회 후에 기독교회가 세

워질 때에는 신약의 말씀을 주셨

고요, 기독교회의 마지막 때에는

말씀의 내적 의미를 밝혀주셨습

니다. 주님께서 새로운 교회를 위

한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본문에서

는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

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말씀을 나타내는데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외적인 것, 그러

니까 글자의 뜻을 나타냅니다. 요

한이 그렇게 말씀의 외적인 것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는 메뚜기를

먹고, 석청(꿀)을 먹었다고 기록

되어 있습니다. 메뚜기는 외적인

것을 의미하고, 석청은 말씀의 외

적인 지식을 취할 때 느끼는 달

콤함, 즉 기쁨을 나타내기 때문입

니다. 그래서 말씀의 외적 의미의

표상인 세례요한은 메뚜기와 석

청을 먹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

한은 지금 빈 들, 즉 광야에서 하

나님의 말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

은 몰락하고 있는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 영적인 상

태가 광야처럼 황폐하다는 것입

니다. 즉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

야 할 사랑과 진리가 없다는 뜻

입니다. 그것이 빈 들이고 광야입

니다. 교회가 그러한 상태일 때

주님께서 인류에게 새로운 교회

를 위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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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한이 빈 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3절입니

다.

3요한이 요단 강 부근 각처에 와

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요단강은 어떤 강입니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경계에 있는 강

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주님의

교회, 또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

기 위해 꼭 필요한 어떤 것을 의

미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

리가 교회에 입문하기 위해서 제

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뭡니까?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

을 알아야 우리 자신의 내면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또한 잘못을

고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

회에 입문하는 사람은 제일 먼저

선과 진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해

야 합니다. 그렇게 볼 때 요단강

은 선과 진리에 대한 지각을 의

미합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비로

소 주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

이 요단강 근처에 왔다는 것은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 선과 진리

를 지각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께서 새 교회를 위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동안 많은 신앙

인들이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

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

서 죄를 범하면서도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

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잘

못 가르쳤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새로운 말씀을 통

해 선과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요한이 요단강 근처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요단강을 건너

지 않고, 요단강 근처에 있다는

것은 아직도 선과 진리에 대해서

완전히는 모르지만, 그러나 어쨌

든 선과 진리가 무엇인지를 지각

하고는 있는 것입니다. 선과 진리

를 알 때 의식이 바뀝니다. 새 교

회 가르침에서는 그것을 개혁이

라고 하는데, 개혁은 의지가 바뀌

는 것이 아니고요, 이성(이해력

또는 이해성이라고도 함, underst

anding), 즉 진리를 이해하는 능

력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때 선

과 악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있으며, 거짓과 진실이 무엇인지

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

고 그것을 통해 자신의 내면의

악과 거짓을 볼 수 있는데, 그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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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가 개혁되는 상태입니다. 그리

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내면으로

부터 좋지 않은 욕망이 올라올

때 그것을 제지하고, 그리고 선이

나 진실을 선택하도록 하는 마음

의 작용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개혁의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

에 개혁은 거듭남에 앞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개혁에서 거듭

남으로 옮겨가는 연결 고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는 것이 개혁이라

면, 본격적으로 회개의 삶을 사는

것은 거듭남의 과정으로 들어가

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지금 회개를 가르치려고 합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진정한 의미에

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거듭남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

입니다. 주님은 물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십니다. 다 용서하시지

만, 그러나 우리가 같은 죄를 반

복해서 짓는다면 죄의 용서를 받

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계속 배반하고 악용하는 것이 되

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

씀을 통해 회개를 명령하십니다.

“요한이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말씀

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다음 4

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4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

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

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

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

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40장에서 이

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입니

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의 책

에 쓴 바”라고 오늘 말씀에는 기

록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

는 자는 설명할 필요 없이 세례

요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리

고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그

리고 말씀 가운데서도 외적인 글

자의 뜻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주의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어

떤 의미입니까? 주의 길을 준비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 이성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

씀드린 것처럼 개혁의 상태로 들

어가는 것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혁의 상태가

될 때 주님께서 선을 동반한 진

리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때 우

리는 본격적으로 거듭남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선

은 없고 그냥 진리만 있다면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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듭남이 가능하겠습니까? 악을 끊

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웃에게

진실하게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진리만 가지고는 안 되

며, 선이 있는 진리가 있어야 합

니다. 선이 있는 진리가 누굽니

까? 요한이 준비한 길을 따라 오

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은 우리 내면에

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며, 구

체적으로 말하면 이성이 밝아지

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를 알 수가 있고, 또 악을 멀리하

고 선을 행해야 한다는 것을 확

실하게 깨닫습니다. 그런 다음에

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들

의 이성이 의지가 시키는 대로

따라 하지 않고 그것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오셔

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5

절에서는 개혁에 대해 좀 더 구

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5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

하여질 것이요

“골짜기가 메워진다”고 합니다.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골짜기는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겉 사람

을 의미합니다. 사람의 내면을 들

여다보면, 가장 안쪽에 주님이 계

신 극내면(極內面, inmost)이 있

고요, 그리고 그 바깥쪽에 속 사

람이라는 의식이 있고, 그리고 가

장 바깥쪽에 일상의 삶과 직접적

으로 맞닿아있는 부분, 즉 겉 사

람이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런

데 겉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가

장 낮은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들

의 의식은 내면으로 들어갈수록

주님과 천국을 향하며, 겉 사람으

로 내려올수록 세상을 향하고, 지

옥을 향합니다. 그래서 겉 사람은

영적으로는 가장 낮은 곳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는 골짜

기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골짜

기가 메워진다”는 것이 무슨 뜻

입니까? 개혁의 상태에서는 겉

사람의 이성 가운데 진리와 선의

지식이 채워지는데, 그것이 골짜

기가 메워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낡은 교회의 교리를 통해서는 진

정한 진리와 선을 배울 수가 없

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에게

유익한 것이 선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을 관철하는데 필요한

논리가 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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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새 교회에서는 그렇게 가

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이웃의 유익을 먼저 구하는 것이

선이요 진리라고 가르칩니다. 선

과 진리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

태가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입니

다.

두 번째는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졌다”고 했습니다. 산은 본래

주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을 나타

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반대로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사랑을

뜻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의미로

는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교만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여기서 말하

는 “모든 산”입니다. 자기 자신만

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교만할

수밖에 없을까요? 자기만을 사랑

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웃의 장점을

보기보다는 허물을 자꾸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와 비교해 이

웃을 업신여기기를 잘합니다. 그

렇기 때문에 자기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교만할 수밖에 없습

니다. 그러므로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진다”고 하는 것은 개

혁의 상태로 들어가면 그 교만한

마음이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렇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아무리

선과 진리에 대해 말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어도 말씀의 진리 앞에

자신을 낮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높은 산과 작은 산이 낮

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 사랑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지만, 자기를 내세우는 마음

이 많이 낮아진 상태라고 볼 수

가 있습니다. 게속해서 “굽은 것

이 곧아진다”고 했습니다. 굽은

것은 비뚤어지고 꼬인 것이기 때

문에 악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

악은 무지에서 비롯된 악입니다.

선이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를 때 나타나는 악이라는 것입

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악을 행하

기는 하는데 알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모르고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개혁의 상태에서는 선과

악에 대한 분별력이 생기기 시작

하고, 그렇게 해서 악을 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굽은 길

이 곧아지는 것”입니다. 또한 “험

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라고 했

습니다. 길이라고 하니 이제 그것

이 진리와 관련이 있음을 짐작하

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냥 길이 아니라 “험한 길”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짓을 나타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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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거짓 역시 개혁이 이

루어지기 전의 거짓, 즉 무지에서

비롯한 거짓을 나타냅니다. 고의

는 아니지만 말씀을 왜곡하거나,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짓을 진리

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모두

진리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입니

다. 그런데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진리를 통해 흘러들어오

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소신(所信)이 있다고 하

는 사람은 모두 그런 사람들입니

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서 떠도는 소문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적당히 자기의 진리

로 삼습니다. 그런 것들이 모두

무지에서 비롯한 거짓들입니다.

그럴 경우, 잘못된 종교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진리를 분별할 능

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험한 길이 평탄해지는 것”은 진

리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서 더이

상 오류에 빠지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이성

이 밝아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

니다. 그러므로 개혁이란 본질적

으로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

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의 길

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는

6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

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육체는

인간의 자아를 나타내고, 또한 자

아에 매여 있는 사람을 나타냅니

다. 그런데 자아는 어떤 것입니

까? 자기 자신과 세상만 바라보

는 것이 자아입니다. 따라서 “모

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라는 말씀은 자아에

매였던 사람들이 더이상 자아에

매여 있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가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

라보는 것이며, 그러므로 주님으

로부터 오는 선하고 진실한 것에

순종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

이 구원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런데 지금은 개혁의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는 구원을 ‘보았다’고 하지 않고

“볼 것이다” 즉 미래형으로 말하

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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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본질은 사랑입니다. 그렇

기 때문에 사랑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오

늘 말씀에서는 교회의 마지막 때

에 사랑도 없고, 진리도 없는 상

태를 광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리고 교회를 지배하는 악과 거짓

진리를 유대의 지도자와 제사장

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핏 보

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유대교회

의 몰락을 나타내는 것 같이 보

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속뜻

으로는 그동안 있었던 모든 교회

의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

므로 이 시대 교회의 모습이며,

우리 사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가치를 지키는 마

지막 보루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가 사랑을 가르치지 않을 때, 그

사회는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광야와 같

은 이 시대에 주님께서 당신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보내신 요한

이 누구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

다. 그리고 새 교회를 위하여 열

어주신 말씀의 내적인 의미가 바

로 요한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

니다. 말씀의 내적 의미를 아는

우리에게 요한이 외치는 소리는

하나입니다. 회개하라는 것입니

다. 그것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만

하는 말은 아닙니다. 이 시대의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

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일까

요? 천국의 비밀 8389번 글에는

회개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

백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용서를

구하고, 그런 다음에 죄짓기를

그만두고, 믿음의 명령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다.’

※ 이 AC(Arcana Coelestia) 838

9번 글에 대한 Clowes 영역본은

아래와 같습니다.

To do repentance is after one h

as thus confessed his sins and f

rom a humble heart has made s

upplication for their forgiveness,

to desist from them and to lead

a new life according to the com

mands of faith.

주님은 회개하는 사람에게 오셔

서 그와 그의 나라 모두를 구원

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할 줄 압니다. 서울 새 교회의 모

든 교우에게 주님으로부터 회개

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

니다.



눅3:1-6
‘요한이 회개를 가르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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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

이라 (요1:7)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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