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20:1-4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1/9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1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

씀하여 이르시되 2나는 너를 애

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

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3너

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4너를 위하여 새긴 우

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

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

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출20:1-4)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

지 말라’는 말씀은 자기 자신과

세상을 모든 것에 우선해서 사

랑하지 말라는 뜻이다. 왜냐하면

사람이 모든 것에 우선해 사랑

하는 것이 그의 신이기 때문이

다. 두 개의 정반대의 사랑이 있

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또한

세상에 대한 사랑과 천국에 대

한 사랑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

하는 사람은 자신의 자아를 사

랑하며, 또한 모든 면에서 악을

사랑한다. 왜냐하면 사람의 자아

는 악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악을 사랑하

는 사람은 선을 미워하고, 그러

므로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다.

자기 자신을 모든 것에 우선해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의 애정과

사상을 육신에 빠뜨리고, 그렇게

해서 자아에 빠뜨린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님께로 끌어올려

질 수 없다. (AE.950)

※ AE(Apocalypse Explained, 계

시록 해설) 위 950번 글에 대한

Ager 영역 및 Whitehead 개정본

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hou shalt not make to thee

other gods” includes not loving

self and the world above all thi

ngs; for that which one loves ab

ove all things is his god. There

are two directly opposite loves,

love of self and love to God, als

o love of the world and love of

heaven. He who loves himself lo

ves his own (proprium); and a

s a man’s own is nothing but e

vil he also loves evil in its who

le complex; and he who loves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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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 hates good, and thus hates

God. He who loves himself abov

e all things sinks his affections

and thoughts in the body, and t

hus in his own and from this he

cannot be raised up by the Lor

d;

이는 계시록 15장 6절, ‘일곱 재

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

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And there came out of the tem

ple the seven angels that had th

e seven plagues, clothed in line

n clean and bright, and girded

about the breasts with golden g

irdles.)에 관한 주석 중 ‘맑고 빛

난 세마포 옷을 입고’(clothed in

linen clean and bright)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래전에 건강을 위해 잠깐 단전

호흡 수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수련을 같이하는 동료들에

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호흡

수련을 오래 하면 초자연적인 능

력이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이를테면 병을 고친

다거나, 아니면 앞으로 되어질 일

들을 미리 내다보는 능력 같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

다. 그런데 그런 능력이 생길 때,

본래 수련의 목적을 잊고, 그 능

력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체

적인 건강과 정신적 성장을 위해

수련을 시작했는데, 초능력 같은

것이 생기니까, 그 능력 때문에

수련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렇게 하는 이유는 세속적인 욕심

때문입니다. 즉 자신의 능력을 과

시하고, 또 그 능력을 이용해 물

질이나 명예를 얻으려는 것입니

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

면, 거듭남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는 이스라

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의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 여러 차례 경고

하셨는데요, 시내산 밑에서 여호

와를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진리의

단계에서 선의 단계로 들어선 신

앙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마지못해 진리에 복종하는 단계

를 넘어 진리와 선에 대한 애정

으로 마음이 뜨거운 사람들입니



출20:1-4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3/9

다. 영적 능력이든 자연적 능력이

든 모든 능력은 선에서 나옵니다.

그렇게 볼 때,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영적 능

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선이 있기 때문인데

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거듭 경고

를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가진

그 능력으로 인해 행여 교만해지

지 않을까 염려하시기 때문입니

다.

영적 교만이란 어떤 것입니까?

자기가 가진 능력을 과시하는 것

이고요, 그 능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신을 위하여 사

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들은 주님과 이

웃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

을 위해 선을 욕심내고, 선에서

나오는 능력을 욕심냅니다. 서두

에 말씀드린 호흡 수련을 하다가

초능력이 생기는 바람에 곁길로

빠지고 마는 사람들과 비슷한 경

우입니다. 그렇게 불순한 마음으

로 선과 진리를 욕심내는 것이

여호와를 보기 위해 시내산을 침

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시내산을 침범하지 말라’ 거듭

우리한테 당부하십니다. 주님의

그런 당부를 마음에 새기면서 오

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1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

씀하여 이르시되

여기서 말씀은 주님으로부터 오

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앞으로 선포하

실 십계명의 모든 말씀이 곧 진

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

는 땅의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천국 천사들을 위한 것이

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

다면 천사들은 영적 빛 가운데서

말씀을 이해하지만, 지상 사람들

은 자연의 빛 가운데서 이해한다

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사들

은 천국 빛을 통해 말씀의 내적

진리를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상

사람들은 자연의 빛을 통해 글자

의 뜻 그대로 이해한다는 것이죠.

2절에서 주님은

2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은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해내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

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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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요, 애굽 땅은 어떤 의미입니

까? 주님이 오시기 전 인류의 영

적 상태를 나타내며, 또한 진리를

알기 전 우리 신앙인들의 영적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는 지옥의 영들에게 사로잡

혀있어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즉 인간의 자유의지가 제대로 작

동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러므

로 아무리 악에서 벗어나려 해도,

그리고 아무리 선을 행하려고 해

도 잘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래

서 본문에서는 애굽 땅을 ‘종 되

었던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자

유를 본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

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구속입

니다. 일반교회에서는 주님의 구

속을 주님께서 우리 죄를 다 지

고 가셔서 지옥으로 던져버리시

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받는 존재

로 만드셨다 이해를 하지만, 주님

의 구속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구속의 참된 의미는 자유

를 잃고, 마치 지옥 노예처럼 살

고 있는 인간을 본래의 상태, 즉

자유의 상태로 되돌려 놓으셨다

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옥으

로 기울어져 있던 자유의 저울을

주님께서 오셔서 균형을 맞춰 주

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

의 자유의지를 통해 천국을 선택

할 수도 있고, 지옥을 선택할 수

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구속입니다.

※ 그러니까 최근 우리나라 정치

상황으로 말씀드리면, 지난 문재

인 정권 5년은 종북, 친북 좌파들

의 좌경화, 반칙과 편 가르기 등

의 기울어진 운동장이었다면, 현

윤석열 정부는 제대로 된 공정,

즉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다시

바로잡아 이 나라 국민이면 누구

나 공평, 공정, 법과 원칙 및 시스

템 안에서 정직하게 땀 흘린 만

큼 성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

과 같은 것입니다.

인류를 구속하신 그 주님께서 ‘나

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

하십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

즉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십

니까? 그분은 진리로 세상에 오

셔서 부활하시고 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

님은 진리의 측면에서 주님을 나

타내시고, 여호와는 선의 측면에

서 주님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라는 호

칭은 선을 동반한 진리이신 주님,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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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주님께서 말씀 서두에 ‘나

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말씀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부터

선포하실 십계명의 모든 말씀 안

에 선을 동반한 진리이신 주님,

즉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

을 분명히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러니까 지금부터 선포하실 그 진

리는 바로 신성한 인간(The Divi

ne Human)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3절입니다.

3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

게 두지 말라

앞에서 시내산 밑에 이스라엘 백

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설명하

면서, 그들은 진리의 단계에서 선

의 단계로 들어선 사람들이며, 그

러므로 선한 애정은 있는데 그

애정을 받쳐 줄 제대로 된 진리

는 아직 없는 상태라고 말씀드렸

습니다. 진리가 없다고 하니 그동

안 그들이 행했던 진리는 그럼

무엇인가? 의문을 가지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그동안의 진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는 원론적인 진리들이었다면, 이

제 주님께서 주실 진리는 삶의

모든 상황에서 적용될 구체적인

진리들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진

리가 바로 지금부터 주님께서 선

포하실 십계명입니다.

그 첫 번째 계명으로 지금 주님

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신들(神, gods)은 누구입

니까?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진

리들이 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주

님이 주시는 생각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참신을 섬기는 것이지만,

자신의 자아로부터 오는 생각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으

로부터 오는 것과 자아에서 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잠

간 동안에도 수많은 생각들이 내

면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데,

그러한 것들 가운데 어떤 것이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고, 어

떤 것이 자아에서 오는 생각인지

를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와 관련, 3절 말씀을 다시 살펴

보면, 한글 번역은 ‘너는 나 외에

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이지만, 영어 번역은 ‘내 얼굴 앞

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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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기서 주님의 얼굴은 사랑과

자비, 평화를 뜻합니다. 이것이 주

님 얼굴의 속뜻입니다. 그렇기 때

문에 주님의 얼굴은 주님 자신입

니다. 왜냐하면 주님으로부터 나

오는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마

음 가운데 사랑이 있고, 상대에

대한 존중이 있고, 평화가 있는지

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에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이고요, 그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모두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멸시하는 마음이 있

고, 증오하는 마음이 있으며, 또

분노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때는 주님이 아니라 다

른 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

로 그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

다. 요즘 새 교회 진리에 대해 관

심 있어 하시는 분들의 전화를

가끔 받습니다. 그런데 통화를 끝

내고 나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입으로는 진리를

말하면서도 마음에는 상대에 대

한 사랑이나 겸손함이 없었기 때

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 가지로 저를 돌

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4절입니

다.

4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

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

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주님께서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물속에 있는 것, 어

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하세요.

글자 그대로 이해한다면, 날아가

는 새와 물고기, 짐승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씀으로 생각하

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키

는 것이 뭐 어렵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새

긴 우상은 그 속뜻으로는 인간의

지성에서 나오는 진리들을 나타

냅니다. 즉 자아에서 나오는 진리

가 새긴 우상입니다. 그래서 그것

은 겉으로 보면 진리처럼 보이지

만 사실은 거짓입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사람

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

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

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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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렘10:14)고 했습니다. 인간의 지

성에서 나오는 것들 안에는 하나

님의 생명이 들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성에서 나오

는 것이 아무리 수려해 보여도

주님으로부터 오는 순박한 진리

앞에서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

습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새긴 우상을 만드는 것은

인간의 지성에서 나오는 거짓 진

리로 자신을 꾸미는 것입니다. 그

것은 모두 위선자들이 하는 일입

니다. 그들은 진리를 말하고, 진리

에 따라 행동하는 것 같지만, 속

으로는 진리를 믿지 않고 자신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로

지 세상에서의 평판과 성취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냥 ‘새긴 우상을 만들

지 말라’ 하시면 되는 걸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물속

에 있는 것의 형상을 만들지 말

라’ 세 가지로 나누어 말씀하십니

다. 그 이유는, 하늘의 것과 땅의

것, 그리고 물속에 있는 것들은

각각 진리의 등차, 등급을 나타내

기 때문입니다. 가장 높은 등급의

진리인 하늘에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

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관련이 있

는 진리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의 진리들이 하늘에 있는 것

입니다. 그러면 땅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연적인 진

리들입니다. 세상 진리들이지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것은 법과

도덕률 같은 것입니다. 끝으로 물

속에 있는 것은 감각의 진리를

나타냅니다. 감각이 느끼는 진리

는 어떤 것입니까? 눈에 보기 좋

고, 손으로 만질 때 부드럽고, 코

로 맡을 때 향기롭고, 그리고 입

에 단 것이 감각의 진리들입니다.

주님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진

리가 가장 높은 차원의 영적 진

리와 자연적 진리를 거쳐 궁극적

으로는 감각의 진리 안에 담기기

를 원하십니다. 신앙인들의 경우

감각적인 것들을 무시하거나 소

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

렇지 않습니다. 감각적인 것 안에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모두

담겨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진

리는 완전한 진리가 됩니다. 그러

니까 주님은 세상에서의 부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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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즐거움을 포기하라 하시는 것

이 아니고요, 다만 그것만 쫓거나

추구하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그

러므로 감각적인 것 안에 영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을 모두 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감각적인

진리는 자연적인 진리를 섬기고,

그것을 통해 영적 진리를 섬기게

됩니다.

낮은 차원의 진리가 높은 차원의

진리를 섬기는 것이 어떤 것입니

까? 예를 들면, 좋은 차를 타고,

아름다운 의복을 입고, 좋은 음식

을 매일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그러한 것들을 통해

얻은 건강과 능력을 가지고 주님

과 이웃을 섬긴다면 그것은 아름

답고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

지 않고 오직 좋은 차가 부드럽

고 빠르게 달릴 때의 기쁨과 맛

있는 음식과 술이 주는 쾌감만을

쫓아다니고 이웃의 행복을 나 몰

라라 한다면, 그의 감각의 기쁨은

진리가 아니고 우상입니다. 그래

서 주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것

과 땅에 있는 것, 그리고 물속에

있는 것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

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위선자들이나 하는 일이라는 것

이지요. 즉 겉으로는 진리와 도덕

에 따라 행동하는 것 같지만, 속

으로는 주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오직 자기 자신과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서기

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

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

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 도다’ 책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시내산 밑

에 있는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

포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내

산의 ‘시나이’는 진리를 뜻하고,

산은 선 또는 사랑을 뜻합니다.

그렇게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내산 밑에서 여호와를 기다리

는 것은 선만 있고 진리는 없는

신앙인들이 진리를 기다리고 있

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십계명이 선포되는 것은 주님으

로부터 그들의 선 가운데로 진리

가 심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

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

게 그 사랑을 표현하는 수단인

진리가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러므로 그것은 신앙인들에게는

지극히 아름답고 소중한 순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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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본문에 따르면 주님은 첫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나는 네 하나

님 여호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화법에서 처음 말씀하시

는 것은 뒤에 이어지는 모든 말

씀을 지배하는 보편적인 원리가

됩니다. 그러면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말씀으로 표현되

는 보편적 원리란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모든 진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다는 것입

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모

든 진리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조

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은 진리로서 주님을 나타내고 여

호와는 선으로서 주님을 나타내

며, 그러므로 하나님 여호와는 선

을 동반한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

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

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믿

고 사랑해야 할 여호와 하나님이

시라는 것과 그분으로부터 모든

진리가 나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십계명의 진

리 안으로 보다 깊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시고 ,

또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

지 말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새긴 우상과 다른 신들로 표현되

는 자아에서 비롯한 것들이 주님

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입

니다. 서울 새 교회 모든 교우님

들이 십계명과 참신이신 그리스

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

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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