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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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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이나 영으로 산다는 것

에 관하여

On The Nature Of

The Life Of

The Soul Or Spirit

다음은 사후 혼(souls),

즉 수련 영(修練, novitia

te spirits)의 생활이라는 일반적 주

제에 관해 제가 진술할 수 있는 것

인데요, 많은 영계 방문 경험으로

저는, 사람이 내세(來世, the other l

ife)에 들어오면 자기가 지금 내세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대신 자기는

아직도 이 세상에 있는 줄로, 심지

어 여전히 몸 안에 있는 줄로 여긴

다는 걸 알았습니다. With regard t

o the general subject of the life of

souls, that is, of novitiate spirits,

after death, I may state that much

experience has shown that when a

man comes into the other life he i

s not aware that he is in that life,

but supposes that he is still in thi

s world, and even that he is still

in the body.

※ 사후 첫 번째 상태는 선으로든

악으로든 어느 한쪽으로 온전해지는

상태, 즉 천국 갈 영은 천국에서는

쓸데가 없는 악을, 지옥 갈 영은 지

옥에서는 쓸데없는 선을 떼어내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걸 가리켜

‘수련’(修練, novitiate)이라고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즉 자기가 영이라는 말

을 듣고는 놀람과 경악에 사로잡히

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두 가지

이유, 하나는, 그가 보기에 자기는

지금 감각이나 욕구 및 생각하는 것

에 있어 너무나도 사람과 똑같기 때

문이고, 또 하나는, 자기는 세상 살

동안 영의 존재를 믿지 않았거나,

어떤 사람들처럼, 영이라는 게 지금

자기가 발견한 그런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자기도 믿지 않았기 때문입

니다. So much is this the case tha

t when told he is a spirit, wonder

and amazement possess him, both

because he finds himself exactly li

ke a man, in his senses, desires,

and thoughts, and because during

his life in this world he had not b

elieved in the existence of the spi

rit, or, as is the case with some,

that the spirit could be what he n

ow finds it to be.

두 번째 일반적인 사실은 영은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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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엑설런트한 감지 능

력과, 초월적 사고 및 언어 능력을

즐긴다는 것으로, 이 두 상태의 차

이는 차라리 아예 비교 불가할 정도

입니다. 그러나 영들은 주님이 리플

렉션(reflection, 反射)을 선물로 주

실 때까지는 이런 걸 깨닫지 못합니

다. A second general fact is that

a spirit enjoys much more excelle

nt sensitive faculties, and far supe

rior powers of thinking and speaki

ng, than when living in the body,

so that the two states scarcely ad

mit of comparison, although spirit

s are not aware of this until gifte

d with reflection by the Lord.

※ 이 ‘리플렉션을 선물로 주신다’는

게 무엇일까요?

영들은 몸 안에 있을 때

보다 훨씬 더 정교한 감

각들을 갖지 못한다는 잘못된 정보

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Beware of

the false notion that spirits do not

possess far more exquisite sensati

ons than during the life of the bod

y.

저는 수천 번 반복된 경험을 통해

사실은 오히려 정반대임을 알고 있

습니다. I know the contrary by ex

perience repeated thousands of ti

mes.

영의 본성에 관한 선입견 때문에 이

런 거 믿는 걸 영 내켜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이 내세에 오면 직접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됨으로써 이런

사실들을 안 믿을 수가 없게 됩니

다. Should any be unwilling to bel

ieve this, in consequence of their

preconceived ideas concerning the

nature of spirit, let them learn it

by their own experience when the

y come into the other life, where

it will compel them to believe.

처음 장소에서 영들은 시력을 갖는

데요, 그들이 빛 가운데 살기 때문

이며, 선한 영들, 천사 같은 영들,

그리고 천사들은 지상 정오의 빛 같

은 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그

레이트한 빛 가운데서 살기 때문입

니다. In the first place spirits hav

e sight, for they live in the light,

and good spirits, angelic spirits, a

nd angels, in a light so great that

the noonday light of this world ca

n hardly be compared to it.

그들이 지내게 될, 그리고 보게 될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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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빛에 대해서는 나중에 주님의 신

적 자비, 즉 허락을 받아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The light in which th

ey dwell, and by which they see,

will of the Lord’s Divine mercy b

e described hereafter.

영들은 또한 듣는데요, 이 듣기 또

한 얼마나 정교한지 몸에 있을 때

가졌던 청력하고는 정말이지 비교가

안 됩니다. Spirits also have hearin

g, hearing so exquisite that the h

earing of the body cannot be com

pared to it.

수년간 그들은 정말 계속해서 저랑

얘길 했는데요, 그들의 스피치에 관

해서도 나중에 주님의 신적 자비로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For years t

hey have spoken to me almost co

ntinually, but their speech also wil

l of the Lord’s Divine mercy be d

escribed hereafter.

그들은 냄새도 맡을 수 있으며, 이

또한 나중에 주님의 신적 자비로 설

명하게 될 것입니다. They have als

o the sense of smell, which also w

ill of the Lord’s Divine mercy be

treated of hereafter.

그들은 가장 정교한 촉감 또한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옥에서 겪는 아

픔과 고통이 여기서 오는 것입니다.

모든 감각은 촉감과 관련이 있는데

요, 촉감 관점에서 보면, 다른 감각

들, 즉 보고 듣고 말하고 냄새 맡고

하는 것들은 그저 촉감의 다양한 변

형일 뿐입니다. They have a most

exquisite sense of touch, whence c

ome the pains and torments endur

ed in hell; for all sensations have

relation to the touch, of which the

y are merely diversities and varie

ties.

그들은 몸 안에 있었을 때 가졌던

것들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욕

구와 애정(affections) 또한 갖고 있

는데요, 이 역시 주님의 신적 자비

로 나중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Th

ey have desires and affections to

which those they had in the body

cannot be compared, concerning w

hich of the Lord’s Divine mercy

more will be said hereafter.

영들의 생각은 그들이 몸 안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명료하고 또렷(disti

nctness)합니다. Spirits think with

much more clearness and distinctn

ess than they had thought during

their life in th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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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살 때 가졌던 천 개의 아이디

어 속에 들어있는 것보다 지금 그들

의 단 한 개 아이디어 속에 들어 있

는 게 더 많습니다. There are mor

e things contained within a single

idea of their thought than in a tho

usand of the ideas they had posse

ssed in this world.

그들은 서로 말할 때, 아주 날카롭

고 섬세, 총명 및 탁월하게 하는데,

이는 만일 사람이 이들의 스피치가

정말 얼마나 초월적인지를 조금이라

도 지각하게 된다면 소리를 지르며

열광할 정도입니다. They speak to

gether with so much acuteness, su

btlety, sagacity, and distinctness, t

hat if a man could perceive anythi

ng of it, it would excite his astoni

shment.

요약하자면, 사람한테 있는 건 영들

한테도 다 있습니다. 단, 더 퍼펙트

하게 있습니다. 살과 뼈, 그리고 그

에 수반되는 결함은 빼고 말이지요.

In short, they possess everything

that men possess, but in a more

perfect manner, except the flesh a

nd bones and the attendant imperf

ections.

영들은, 심지어 몸 안에서 지낼 동

안 감각을 느낀 것도 사실은 영이었

고, 감각 능력이 몸 안에서 몸을 장

악했어도 여전히 그건 몸의 속한 게

아니었다는 것, 그래서 몸을 벗게

된 지금 영 본연의 감각은 그전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퍼펙트함을 영들

은 알고 지각합니다. They acknowl

edge and perceive that even while

they lived in the body it was the

spirit that sensated, and that altho

ugh the faculty of sensation manife

sted itself in the body, still it was

not of the body; and therefore that

when the body is cast aside, the s

ensations are far more exquisite a

nd perfect.

삶은 감각의 구현으로 이루어집니

다. 감각을 못 느끼면 삶도 없지요.

이런 게 바로 감각의 능력이며, 이

런 게 바로 삶이고, 누구라도 살필

수 있는 사실입니다. Life consists i

n the exercise of sensation, for wi

thout it there is no life, and such

as is the faculty of sensation, such

is the life, a fact that anyone may

observe.

본 장 끝에 자기들이 세

상에서 지낼 동안 이와

는 다르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몇 가

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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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t th

e end of the chapter, several exa

mples will be given of those who

during their abode in this world h

ad thought otherwise.

창4

1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

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And the man

knew Eve his wife, and she con

ceived, and bare Cain, and sai

d, I have gotten a man [ vir] , J

ehovah. 2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

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

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A

nd she added to bear his broth

er Abel; and Abel was a sheph

erd of the flock, and Cain was

a tiller of the ground. 3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An

d at the end of days it came to

pass that Cain brought of the fr

uit of the ground an offering to

J ehovah. 4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

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

으셨으나 And Abel, he also bro

ught of the firstlings of his floc

k, and of the fat thereof. And J

ehovah looked to Abel, and to

his offering: 5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And unto

Cain and unto his offering he l

ooked not, and Cain’s anger wa

s kindled exceedingly, and his f

aces fell. 6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

냐 And J ehovah said unto Cain,

Why art thou wroth, and why a

re thy faces fallen? 7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

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

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If t

hou doest well, art thou not ex

alted? And if thou doest not w

ell, sin lieth at the door; and t

o thee is his desire , and thou r

ulest over him. 8가인이 그의 아

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

을 쳐죽이니라 And Cain talked

to Abel his brother; and it cam

e to pass when they were in th

e field, that Cain rose up again

st Abel his brother, and slew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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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 9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

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

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

까 And J ehovah said to Cain,

Where is Abel thy brother? An

d he said, I know not, am I my

brother’s keeper? 10이르시되 네

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

니라 And he said, What hast th

ou done? The voice of thy brot

her’s bloods crieth to me from

the ground. 11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

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

리니 And now art thou cursed f

rom the ground, which hath ope

ned its mouth to receive thy br

other’s bloods from thy hand. 12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가 되리라 When thou tillest the

ground, it shall not henceforth

yield unto thee its strength; a f

ugitive and a wanderer shalt th

ou be in the earth. 13가인이 여

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And Cain sai

d unto J ehovah, M ine iniquity i

s greater than can be taken aw

ay. 14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

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뵈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

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

나이다 Behold, thou hast cast m

e out this day from the faces of

the ground; and from thy faces

shall I be hid, and I shall be a

fugitive and a wanderer in the

earth; and it shall come to pas

s that everyone that findeth me

shall slay me. 15여호와께서 그에

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

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And

J ehovah said unto him, Therefo

re whosoever slayeth Cain, ven

geance shall be taken on him s

evenfold. And J ehovah set a ma

rk upon Cain, lest any finding

him should smite him. 16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And Cain went

out from the faces of J ehovah,

and dwelt in the land of Nod, t

oward the east of Eden. 17아내

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

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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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에녹이라 하니라 And Cain kn

ew his wife, and she conceived

and bare Enoch; and he was bu

ilding a city, and called the na

me of the city after the name o

f his son, Enoch. 18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므후야엘을 낳고 므

후야엘은 므드사엘을 낳고 므드사

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And unto

Enoch was born I rad; and I rad

begat Mehujael; and Mehujael

begat Methusael; and Methusa

el begat Lamech. 19라멕이 두 아

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씰라였더라

And Lamech took unto him two

wives; the name of the one was

Adah, and the name of the othe

r Z i llah. 20아다는 야발을 낳았으

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And Ad

ah bare J abal; he was the fathe

r of the dweller in tents, and of

cattle . 21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

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

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And his

brother’s name was J ubal; he w

as the father of everyone that p

layeth upon the harp and orga

n. 22씰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

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

는 나아마였더라 And Z i llah, she

also bare Tubal-Cain, an instru

ctor of every artificer in brass

and iron; and the sister of Tub

al-Cain was Naamah. 23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씰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

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

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And Lamech said unto

his wives, Adah and Z i llah, H e

ar my voice, ye wives of Lame

ch, and with your ears perceive

my speech, for I have slain a

man to my wounding, and a litt

le one to my hurt. 24가인을 위하

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

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리로다

하였더라 If Cain shall be aveng

ed sevenfold, truly Lamech sev

enty and sevenfold. 25아담이 다

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

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

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

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And the man kne

w his wife again, and she bare

a son, and called his name Set

h; for God hath appointed me a

nother seed instead of Abel; fo

r Cain slew him. 26셋도 아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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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

으며 그 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

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And to

Seth, to him also there was bor

n a son; and he called his nam

e Enosh: then began they to ca

ll upon the name of J ehovah.

개요

교회로부터 분리된 교리

들 또는 이단들을 여기

서 다루며, ‘에노스’라고 하는, 나중

에 일어난 새 교회도 다룹니다. Doc

trines separated from the church,

or heresies, are here treated of; a

nd a new church that was afterwar

ds raised up, called “Enosh.”

태고교회는 사랑으로 주

님을 신앙하는 교회였으

나 사랑에서 신앙을 분리하는 사람

들이 일어났습니다. The most ancie

nt church had faith in the Lord th

rough love; but there arose some

who separated faith from love.

사랑에서 분리된 신앙의 교리를 ‘가

인’이라 하고, 이웃을 향한 사랑인

체어리티(charity, 자선, 기부, 이웃

사랑)를 ‘아벨’이라 하였습니다. (1-

2절) The doctrine of faith separate

d from love was called “Cain”; an

d charity, which is love toward th

e neighbor, was called “Abel.” (v

erses 1–2)

각각의 예배에 대한 설

명입니다. 사랑에서 분리

된 신앙으로 드리는 예배를 ‘가인의

제사’라 하고, 체어리티로 드리는 예

배를 ‘아벨의 제사’라 합니다. (3-4

절) The worship of each is descri

bed, that of faith separated from l

ove, by the “offering of Cain”; a

nd that of charity, by the “offerin

g of Abel.” (verses 3–4)

체어리티로 드리는 예배는 열납(悅

納, acceptable)될 수 있었으나 분리

된 신앙으로 드리는 예배는 열납될

수 없었습니다. (4-5절) That worsh

ip from charity was acceptable, bu

t not worship from separated faith.

(verses 4–5)

분리된 신앙에 속한 사

람들은 악한 상태가 되

었는데, 이걸 가인이 ‘몹시 분하여

324

325

326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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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색이 변하니’로 묘사하신 것입니

다. (5-6절) That the state of those

who were of separated faith becam

e evil, is described by Cain’s “an

ger being kindled, and his cou

ntenance falling.” (verses 5–6)

그리고 신앙의 질(質, qu

ality)은 체어리티를 보

면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신앙이

주(主)가 되려 하거나 체어리티보다

높아지려고만 하지 않으면 이 체어

리티는 신앙과 함께하고 싶어 한다

는 것 (7절) And that the quality o

f the faith is known from the chari

ty; and that charity wishes to be

with faith, if faith is not made the

principal, and is not exalted above

charity. (verse 7)

신앙을 분리, 신앙을 체

어리티보다 우선하는 사

람들 가운데서는 체어리티가 사라지

게 되는데, 이것을 ‘가인이 그의 아

우 아벨을 쳐죽이니라’로 표현하였

습니다. (8-9절) That charity was e

xtinguished in those who separate

d faith, and set it before charity, i

s described by “Cain slaying his

brother Abel.” (verses 8–9)

‘핏소리’(10절)는 사라진

체어리티를, ‘땅에서 저

주를’(11절)은 왜곡된 교리를, ‘땅에

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12절)는 거

기서 나오는 악과 거짓을 각각 이르

고 있습니다. Charity extinguished

is called the “voice of bloods.”

(verse 10); perverted doctrine, th

e “curse from the ground.” (ver

se 11); the falsity and evil origina

ting thence, the “fugitive and wa

nderer in the earth.” (verse 12)

그리고 그들은 자원하여 주님을 외

면했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이라는

위험에 빠졌습니다. (13-14절) And

as they had averted themselves fr

om the Lord, they were in danger

of eternal death. (verses 13–14)

그러나 체어리티가 이식되는 것은

신앙을 통해서였기 때문에, 신앙은

불가침의 것이 되었습니다. ‘가인에

게 표를 주사’는 이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5절) But as it was thr

ough faith that charity would after

wards be implanted, faith was ma

de inviolable, and this is signified

by the “mark set upon Cain.” (v

erse 15)

※ 천적인 교회 혹은 천적 인간은

328

329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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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도 사랑으로, 즉 교리가 달라도

사랑부터 하는 반면, 영적인 교회

혹은 영적 인간은 사랑도 신앙으로,

즉 일단 신앙으로 사랑을 학습한 후

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나중에

‘셋’과 ‘보아스’에 의해 일어납니다.

‘나중에 체어리티가 이식되는 것은

신앙을 통해서’라는 말은 이런 뜻입

니다.

그리고 ‘에덴 동쪽을 향하여 거주

하는 가인’은 그것의 이전 지위에서

쫓겨나는 것을 가리킵니다. (16절)

And its removal from its former p

osition is denoted by “Cain dwell

ing toward the east of Eden.”

(verse 16)

이 이단의 엄청난 확장

을 ‘에녹’이라 합니다. (1

7절) The amplification of this here

sy is called “Enoch.” (verse 17)

이 에녹으로부터 샘처럼

솟아난 이단들 역시 저

마다 자기들의 이름들이 있고, 그

끝에 있는 라멕, 이 라멕이라는 이

단은 남아있는 신앙이 전혀 없었습

니다. (18절) The heresies that spr

ang from this one are also called

by their names, in the last of whic

h, called Lamech, there was nothi

ng of faith remaining. (verse 18)

그 후 새로운 교회가 일

어났는데, 이것이 ‘하나

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씰라였더라’의 의미입니다. 그들의

아들들인 ‘야발’, ‘유발’, ‘두발가인’

으로 이 교회를 설명하고 있으며,

‘야발’로는 이 교회의 천적인 것들

을, ‘유발’로는 영적인 것들을, 그리

고 ‘두발가인’으로는 자연적인 것들

을 각각 설명하고 있습니다. (19-22

절) A new church then arose, whi

ch is meant by “Adah and Z i lla

h,” and is described by their sons

“J abal,” “J ubal,” and “Tubal�Cai
n”; the celestial things of the chur

ch by “J abal,” the spiritual by “J

ubal,” and the natural by “Tubal-

Cain.” (verses 19–22)

신앙과 체어리티의 모든

것이 끝났을 때 일어난

이 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 행해졌

던 폭행, 가장 지독한 수준의 신성

모독(sacrilegious)이 있었던 교회

이야기입니다. (23-24절) That this

church arose when everything of f

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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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th and charity was extinguished,

and had violence done to it, which

was in the highest degree sacrile

gious, is described. (verses 23–2

4)

요약입니다. ‘가인’으로

상징되는 신앙 이후 체

어리티가 사라졌지만, 주님 주신 새

신앙이 일어났고, 이 신앙으로 체어

리티가 이식되었습니다. A summar

y of the subject is given: that afte

r faith, signified by “Cain,” had e

xtinguished charity, a new faith w

as given by the Lord, whereby ch

arity was implanted.

이 신앙을 ‘셋’이라 합니다. (25절)

This faith is called “Seth.” (verse

25)

신앙에 의해 이식된 체

어리티를 ‘에노스’, 다른

말로는 ‘사람’(man, homo)이라 하는

데, 이것이 그 교회의 이름입니다.

(26절) The charity implanted by fa

ith is called “Enosh,” or another

“man” [homo] , which is the name

of that church. (verse 26)

배경

본 장이 태고 교회의 타

락과 퇴보나 그 교리의

위, 변조 및 곡해, 그리고 그 결과

가인과 그 후손들의 이름으로 그 이

단들과 종파들을 다루고 있는 까닭

에, 관찰되는 사실은, 참된 교회 본

성에 대한 바른 이해 없이는 교리가

왜곡된 방법 및 그 교회 이단들과

종파들의 본성이 무엇이었는지를 이

해한다는 것은 전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As this chapter treats of

the degeneration of the most anci

ent church, or the falsification of it

s doctrine, and consequently of its

heresies and sects, under the nam

es of Cain and his descendants, it

is to be observed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of understanding how d

octrine was falsified, or what was

the nature of the heresies and sec

ts of that church, unless the natur

e of the true church be rightly un

derstood.

태고교회는 천인(天人, 천적 인간, a

celestial man)이었으며, 주님을 향

한(to) 사랑과 이웃을 향한(toward)

사랑에 속한 신앙 말고 다른 신앙은

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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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지 않았던 교회였음은 지금까

지 충분히 말씀드려왔습니다. Enou

gh has been said above concernin

g the most ancient church, showin

g that it was a celestial man, and

that it acknowledged no other fait

h than that which was of love to t

he Lord and toward the neighbor.

이 사랑으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신앙, 혹은 신앙에 속한 모든

것을 지각하는 퍼셉션(perception,

知覺, 통찰력)을 가졌고, 이런 이유

로 그들은 신앙이라는 것을 언급하

는 것조차 꺼렸습니다. 위에서 보여

드린 것처럼 신앙이 사랑에서 분리

될까 봐 말입니다. (200번, 203번 글

참조) Through this love they had f

aith from the Lord, or a perceptio

n of all the things that belonged t

o faith, and for this reason they w

ere unwilling to mention faith, lest

it should be separated from love,

as was shown above. (n. 200, 203)

[2] 이런 사람이 바로 천인이며, 시

편에서는 이런 걸 표상으로, 즉 주

님을 왕이라, 천인을 왕의 아들이라

하고 있지요. Such is the celestial

man, and such he is described by

representatives in David, where th

e Lord is spoken of as the king,

and the celestial man as the king’

s son:

1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

게 주소서 3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

도 그리하리로다 5그들이 해가 있

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

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

리로다 7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

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

까지 이르리로다 (시72:1, 3, 5, 7)

Give the king thy judgments, a

nd thy righteousness to the kin

g’s son. The mountains shall br

ing peace to the people , and th

e hills in righteousness. They s

hall fear thee with the sun, and

toward the faces of the moon, g

eneration of generations. I n his

days shall the righteous flouris

h, and abundance of peace, unti

l there be no moon. (Ps. 72:1, 3,

5, 7)

여기서 ‘해’는 사랑을 상징하며, ‘달’

은 신앙을, ‘산들’과 ‘작은 산들’은

태고교회를, ‘대대로’는 홍수 후에

일어난 교회들을 각각 상징합니다.

‘달이 다할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사랑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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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래 이사야 30장 26절 말씀도

보면, By the “sun” is signified lov

e; by the “moon,” faith; by “mou

ntains” and “hills,” the most anci

ent church; by “generation of ge

nerations,” the churches after the

flood; “until there be no moon”

is said because faith shall be love.

(See also what is said in Isaiah 3

0:26.)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

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

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사30:26)

[3] 이런 교회가 태고교회였고, 이

런 게 그들의 교리였습니다. Such

was the most ancient church, and

such was its doctrine.

그러나 이것은 오늘날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신앙을 체어리티

보다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하지

만 여전히 주님은 체어리티를 신앙

을 통해서 주시며, 그래서 체어리티

가 주(主)가 됩니다. But the case i

s far different at this day, for now

faith takes precedence over charit

y, but still through faith charity is

given by the Lord, and then chari

ty becomes the principal.

태곳적에 그들이 신앙을 고백하면

서, 그렇게 사랑에서 분리해 냈을

때부터 교리가 왜곡되었다는 것은

이런 일련의 사실들에서 연유합니

다. It follows from this that in the

most ancient time doctrine was fal

sified when they made confession

of faith, and thus separated it fro

m love.

이런 식으로 교리를 왜곡하거나, 사

랑에서 신앙을 분리하거나, 그냥 신

앙만 고백하는 사람들을 ‘가인’이라

하였고, 그래서 이런 걸 일종의 극

악무도한 범죄행위 같은 걸로 여겼

습니다. Those who falsified doctrin

e in this way, or separated faith f

rom love, or made confession of f

aith alone, were then called “Cai

n”; and such a thing was then re

garded as an enormity.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

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

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Verse 1,

And the man knew Eve his wif

e, and she conceived, and bare

Cain, and said, I have gotte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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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 vir] , J ehovah.

※ 1절 속뜻

가인이라는 신앙은 태고교회가 낳은

첫 자식입니다. 이 가인이라는 사람

들로 인해 신앙이라는 게 독립된 어

떤 걸로 인식되고 인정되었습니다.

※ 교회가 낳는 자녀는 신앙 말고는

없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로

상징되는 태고교회는 천적 인간으로

서 주님 사랑과 그 사랑으로 인한,

즉 사랑과 하나 된 신앙의 교회라

마치 주님의 신성을 생각할 때 선과

진리를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듯

사랑과 신앙을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조차 없었는데, 이 가인이라는 새롭

게 일어난 사람들 때문에 사랑 따로

신앙 따로의 새로운 신앙이 일어났

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하

와’는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태고교회(太古, the most anci

ent church)를 말합니다. 그 첫 자

식, 처음 난 자녀는 신앙(信仰, fait

h)인데, 여기 ‘가인’은 바로 이 신앙

을 가리킵니다. 그녀의 말, ‘내가 여

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는

‘가인’이라는 사람들로 인해 신앙이

라는 게 독립된 어떤 걸로 인식되고

인정되었다는 것입니다. By the “m

an and Eve his wife” is signified

the most ancient church, as has b

een made known; its first offsprin

g, or firstborn, is faith, which is h

ere called “Cain”; her saying “I

have gotten a man, J ehovah,” si

gnifies that with those called “Cai

n,” faith was recognized and ackn

owledged as a thing by itself.

앞선 세 장에서, 지금까

지 의심할 여지가 없도

록 충분히 보여드렸던 것은, ‘아담

과 그의 아내’가 태고교회를 상징한

다는 것과, 이런 사실을 감안한다면

이제 분명한 것은, 이 태고교회로

인한(effected by) 임신과 태어남 역

시 지금까지 우리가 보여온 것들에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In the three

foregoing chapters it has been suff

iciently shown that by the “man a

nd his wife” is signified the most

ancient church, so that it cannot b

e doubted, and this being admitte

d, it is evident that the conceptio

n and the birth effected by that ch

urch were of the nature we have i

ndicated.

338

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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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들을 주고, 이름들로 사물을 상

징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계보를

형성하는 것, 이런 게 태고인들에게

는 관례였습니다. It was customary

with the most ancient people to gi

ve names, and by names to signif

y things, and thus frame a geneal

ogy.

태고교회에 속한 것들도 이런 식으

로 서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대

대로 어느 세대는 잉태하고, 다른

세대는 해산하고 하였습니다. For t

he things of the church are relate

d to each other in this way, one b

eing conceived and born of anothe

r, as in generation.

그래서 말씀에서 교회에 속한 것들

을 ‘잉태’, ‘해산’, ‘자녀’, ‘유아’, ‘어

린이’, ‘아들’, ‘딸’, ‘젊은이’ 등으로

부르는 것이 흔한 것입니다. Hence

it is common in the Word to call

things of the church “conception

s,” “births,” “offspring,” “infant

s,” “little ones,” “sons,” “daught

ers,” “young men,” and so on.

말씀 중 예언서들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The prophetical pa

rts of the Word abound in such e

xpressions.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

아 득남하였다’라는 말

씀의 뜻이 ‘가인’이라는 사람들로 인

해 신앙이 독립된 어떤 걸로 인식되

고 인정되었다라는 것은 본 장을 처

음 시작할 때 드린 말씀을 보면 분

명합니다. That the words “I have

gotten a man, J ehovah” signify t

hat with such as are called “Cain”

faith is recognized and acknowled

ged as a thing by itself, is eviden

t from what was said at the begin

ning of this chapter.

전에 그들은 신앙이 무엇인지에 관

해 마치 무지한 듯 보였습니다. 그

들에게는 신앙의 모든 것에 관한 퍼

셉션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Previou

sly, they had been as it were igno

rant of what faith is, because they

had a perception of all the things

of faith.

그러나 그들이 신앙의 교리를 구분

하기 시작하면서 전에 퍼셉션으로

알던 것들을 가져다가 교리화하였

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

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한 것

입니다. 마치 자기들이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기라도 한 것처럼 말이

지요. 이렇게 해서 전에는 심비(心

碑)에 새겨지던 것들이 이제는 배워

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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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되었습니

다. But when they began to make

a distinct doctrine of faith, they to

ok the things they had a perceptio

n of and reduced them into doctri

ne, calling it “I have gotten a m

an, J ehovah,” as if they had foun

d out something new; and thus w

hat was before inscribed on the he

art became a mere matter of kno

wing.

고대에 그들은 모든 새로운 것에 어

떤 이름을 주었고, 이런 식, 즉 이름

으로 그것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

는 식이었습니다. In ancient times

they gave every new thing a nam

e, and in this way set forth the th

ings involved in the names.

그래서 예를 들면,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으로 ‘여호와께서 그녀의 고통

을 들으셨다’(창16:11)를, Thus the

signification of the name Ishmael i

s explained by the saying, “J ehov

ah hath heard her affliction;” (G

en. 16:11)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

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

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창16:11)

르우벤이라는 이름으로는 ‘여호와께

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다’(창29:3

2)를, that of Reuben, by the expre

ssion, “J ehovah hath looked upo

n my affliction;” (Gen. 29:32)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

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

하리로다 하였더라 (창29:32)

시므온으로는 ‘여호와께서 내가 사

랑 받지 못함을 들으셨다’(창29:33)

를, the name Simeon, by the sayin

g, “J ehovah hath heard that I w

as less dear ;” (Gen. 29:33)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 받

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

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창29:33)

유다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

송하리로다’(창29:35)를, and that of

Judah by, “This time will I prai

se J ehovah;” (Gen. 29:35)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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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

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

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

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창29:35)

그리고 모세가 세운 제단으로는 ‘여

호와 닛시’(출17:15), 곧 ‘여호와는

나의 깃발’을 상징하는 식이었습니

다. and an altar built by Moses w

as called, “J ehovah my banner .”

(Exod. 17:15)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

호와 닛시라 하고 (출17:15)

같은 방식으로, 여기 신앙의 교리

또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

남하였다’, 또는 ‘가인’이라 이름한

것입니다. In like manner the doctr

ine of faith is here denominated

“I have gotten a man, J ehova

h,” or “Cain.”

2절,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Verse

2, And she added to bear his b

rother Abel; and Abel was a sh

epherd of the flock, and Cain w

as a tiller of the ground.

※ 2절 속뜻

태고교회의 두 번째 자녀인 체어리

티를 본문에선 ‘아벨’이라 하였습니

다. 아벨은 ‘양 치는 자’, 곧 체어리

티라는 선을 행하는 사람을, 가인은

‘농사하는 자’, 곧 체어리티가 없는,

사랑과 분리된 신앙의 사람, 이런

건 신앙이라고도 할 수 없는데, 어

쨌든 이런 신앙에 깊이 사로잡힌 사

람을 말합니다.

교회의 두 번째 자녀는

‘아벨’, ‘아우’로 상징된

체어리티(charity)입니다. ‘양 치는

자’는 체어리티라는 선을 행하는(ex

ercises) 사람을, ‘농사하는 자’는 체

어리티가 없는(devoid of), 하지만

사랑과 분리된 신앙, 이런 건 전혀

신앙이 아닌데, 이런 신앙에 있어서

는 또 아주 제대로일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The second offspring

of the church is charity, signified

by “Abel” and “brother”; a “shep

herd of the flock” denotes one w

ho exercises the good of charity;

and a “tiller of the ground,” is

one who is devoid of charity, how

ever much he may be in faith sep

arated from love, which is no fait

h.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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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두 번째 자녀가

체어리티인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 분명한데요, 교회는 신

앙과 체어리티 말고는 잉태하고 해

산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

다. That the second offspring of th

e church is charity, is evident fro

m the fact that the church conceiv

es and brings forth nothing else t

han faith and charity.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첫 자녀들

이 상징하는 바가 이와 같습니다.

‘르우벤’은 신앙을, ‘시므온’은 행동

하는 신앙을, 그리고 ‘레위’는 체어

리티를 (창29:32-34) 가리키며, 이런

이유로 레위 지파는 또한 제사장직

을 받았고, ‘양 치는 자’를 표상하였

습니다(表象, represented). The sa

me is signified by the first childre

n of Leah from Jacob; “Reuben”

denoting faith; “Simeon,” faith in

act; and “Levi,” charity (Gen. 29:

32, 33, 34), wherefore also the tri

be of Levi received the priesthoo

d, and represented the “shepherd

of the flock.”

32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

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

하리로다 하였더라 33그가 다시 임

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

와께서 내가 사랑 받지 못함을 들

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

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

라 하였으며 34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

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창2

9:32-34)

체어리티가 교회의 두 번째 자녀이

므로, ‘아우’라 하고, ‘아벨’이라 하

는 것입니다. As charity is the sec

ond offspring of the church, it is c

alled “brother,” and is named “A

bel.”

‘양 치는 자’가 체어리티

라는 선을 행하는 자라

는 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사실인

데요, 이것은 신구약 말씀에 나오는

하나의 익숙한 그림이기 때문입니

다. That a “shepherd of the floc

k” is one who exercises the good

of charity, must be obvious to eve

ryone, for this is a familiar figure

in the Word of both Old and New

Testaments.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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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하고 가르치는 자를 ‘목자’라 하

고, 인도를 받고 가르침을 받는 사

람들을 ‘양 떼’라 합니다. He who l

eads and teaches is called a “she

pherd ,” and those who are led an

d taught are called the “flock.”

체어리티의 선으로 인도하지 않으

며,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 자는 참

목자가 아니며, 선으로 인도함을 받

지 않고, 또 선이 무엇인지 배우지

않는 자는 양 떼에 속한 게 아닙니

다. He who does not lead to the

good of charity and teach it, is no

t a true shepherd; and he who is

not led to good, and does not lea

rn what is good, is not of the floc

k.

굳이 말씀에서 많은 구절 인용하면

서까지 ‘목자’와 ‘양떼’가 상징하는

걸 컨펌하려고 애쓸 필요는 거의 없

지 싶고 대신 다음 몇 구절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It is scarcely nec

essary to confirm this signification

of “shepherd” and “flock” by quo

tations from the Word; but the fol

lowing passages may be cited.

이사야에서 In Isaiah: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

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

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

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

장에서 먹을 것이요 (사30:23) The

Lord shall give the rain of thy

seed, wherewith thou sowest th

e ground, and bread of the incr

ease of the ground; in that day

shall he feed thy cattle in a bro

ad meadow, (Isa. 30:23)

여기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 이게

바로 체어리티입니다. where “brea

d of the increase of the groun

d,” denotes charity.

계속해서 Again:

그는 목자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

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사40:11) The Lo

rd J ehovih shall feed his flock l

ike a shepherd; he shall gather

the lambs into his arm, and car

ry them in his bosom, and shall

gently lead those that are with

young. (Isa. 40:11)

시편에서 In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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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셉을 양 떼 같이 인도하시는 이

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시80:1) Give ear, O S

hepherd of I srael, thou that lea

dest J oseph like a flock; thou t

hat sittest on the cherubim, shi

ne forth. (Ps. 80:1)

예레미야에서 In Jeremiah:

2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

가 멸절하리니 3목자들이 그 양 떼

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

다 (렘6:2, 3) I have likened the

daughter of Z ion to a comely a

nd delicate woman; the shepher

ds and their flocks shall come

unto her, they shall pitch tents

near her round about, they shal

l feed everyone his own space.

(Jer. 6:2, 3)

에스겔에서 In Ezekiel:

37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

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

의 수효를 양 떼 같이 많아지게

하되 38제사 드릴 양 떼 곧 예루살

렘이 정한 절기의 양 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떼로 채우

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

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겔36:

37–38) Thus saith the Lord J eh

ovih, I will multiply them as a

flock of man, as a hallowed floc

k, as the flock of J erusalem in

her appointed times; so shall t

he waste cities be filled with th

e flock of man. (Ezek. 36:37–38)

이사야에서 In Isaiah:

게달의 양 무리는 다 네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욧의 숫양은 네게 공

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

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사60:7) All the

flocks of Arabia shall be gather

ed together unto thee, the ram

s of Nebaioth shall minister unt

o thee. (Isa. 60:7)

양 떼를 체어리티의 선으로 인도하

는 자들은 ‘양 떼를 모으는’ 자들인

반면, 양 떼를 체어리티의 선으로

인도하지 않는 자들은 ‘양 떼를 흩

는’ 자들입니다. 모두를 모아 하나

되게 하는 것은 체어리티의 일이지

만, 모두를 흩어 하나 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체어리티의 핍절이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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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입니다. They who lead the flock

to the good of charity are they wh

o “gather the flock”; but they wh

o do not lead them to the good of

charity “scatter the flock”; for all

gathering together and union are

of charity, and all dispersion and

disunion are from want of charity.

신앙, 즉, 기억-지식 [스

키엔티아scientia], 지식

[코그니시오cognitio], 그리고 신앙

의 교리를 쓸모 있게 하는 것은 무

엇일까요? 신앙이 가르치는 그런 사

람이 되는 것 말고 있을까요? 신앙

이 가르치는 가장 핵심은 바로 체어

리티입니다. (막12:28-35; 마22:34-3

9) What avails faith, that is, the m

emory-knowledge [scientia] , the k

nowledge [cognitio] , and the doct

rine of faith, but that the man ma

y become such as faith teaches?

And the primary thing that it teac

hes is charity. (Mark 12:28-35; M

att. 22:34-39)

※ ‘기억-지식’(the memory-knowle

dge, scientia)은 학습한 지식, 책을

통해 습득한 지식인 반면, ‘지식’(the

knowledge, cognitio)은 경험으로

알게 된 지식, 경험을 통과한 스키

엔티아라 할 수 있습니다.

28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

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

답하신 줄을 알고 나아와 묻되 모

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이

까 29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3

0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31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

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32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

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

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33또 마음을 다하고 지

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

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

물보다 나으니이다 34예수께서 그

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

르시되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35예수께서 성전

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이르시

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

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막12:

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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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

이 듣고 모였는데 35그 중의 한 율

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36선

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

니이까 37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

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

라 하셨으니 38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둘째도 그와 같으

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

하라 하셨으니 (마22:34-39)

이것이 신앙이 지향하는 모든 것의

최종목표이며, 만일 이게 안 되면,

모든 지식이나 교리는 한낱 빈껍데

기에 다름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This is the end of all it has in vie

w, and if this be not attained, wha

t is all knowledge or doctrine but

a mere empty nothing?

‘농사하는 자’는 체어리

티가 없는 사람, 하지만

사랑과 분리된 신앙으로는 또 아주

제대로일 수 있는, 이런 건 전혀 신

앙이 아니지만, 그런 사람이라는 것

은 여호와께서 가인의 제사에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다는 것과, 그

가 그의 동생을 죽였다는 것, 즉 ‘아

벨’로 상징된 체어리티를 파괴했다

는 것을 보면 분명합니다. That a

“tiller of the ground” is one who

is devoid of charity, however muc

h he may be in faith separated fro

m love, which is no faith, is evide

nt from what follows: that Jehovah

had no respect to his offering, and

that he slew his brother, that is, d

estroyed charity, signified by “Ab

el.”

‘땅을 간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들

은 육적(肉), 세속적인 것들을 쳐다

보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19절과 23절에, ‘그를 내보내어 그

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신 말씀을 보면 분명합니다. Thos

e were said to “till the ground”

who look to bodily and earthly thi

ngs, as is evident from what is sa

id in Gen. 3:19, 23, where we rea

d that the man was “cast out of t

he garden of Eden to till the g

round.”

19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

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

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

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3여호와 하나

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

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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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니라 (창3:19, 23)

3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

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

께 드렸고 Verse 3, And at the e

nd of days it came to pass that

Cain brought of the fruit of the

ground an offering to J ehovah.

※ 3절 속뜻

처음에는 그래도 순박했으나 점차

세월이 흐르자 가인 신앙을 가진 자

들의 신앙의 정체가 드러났고, 체어

리티 없는 신앙 행위로 드리는 그들

의 예배는 죽은 예배, 겉 사람의 예

배임이 드러났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는 시

간의 경과를, ‘땅의 소

산’은 체어리티 없는 신앙 행위들을,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은 그런 신

앙으로 드리는 예배를 의미합니다.

By the “end of days” is meant in

process of time; by the “fruit of t

he ground,” the works of faith wi

thout charity; and by “an offering

to J ehovah,” worship thence deri

ved.

‘세월이 지난 후에’가 시

간의 경과를 의미한다는

건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That by

the “end of days” is signified in

process of time, is evident to all.

처음에는, 그리고 그 안에 순박함이

있었을 동안에는, 여기 ‘가인’이라

부르는 교리는 나중처럼 그렇게 도

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정도는 아니

었습니다. 그들의 자녀를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한 걸 보면 말입니다.

At first, and while there was simp

licity in it, the doctrine here calle

d “Cain” does not appear to have

been so unacceptable as it became

afterwards, as is evident from the

fact that they called their offspring

a “man J ehovah.”

그래서 처음엔 신앙이 너무 사랑으

로부터 분리되어 있어 ‘세월이 지난

후에’라든지 시간이 그만큼 흘렀다

할 만큼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참

신앙의 교리들이 다 그렇듯 말입니

다. Thus at first faith was not so f

ar separated from love as at the

“end of days,” or in process of ti

me; as is wont to be the case wit

h every doctrine of true faith.

※ 참 신앙의 교리들은 사랑과 신앙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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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메인

이며, 신앙은 그 사랑 안에서만 작

동합니다.

‘땅의 소산’이 체어리티

없는 신앙 행위들을 의

미한다는 건 또한 다음과 같이 이어

지는 내용으로도 알 수 있는데요,

체어리티 없는 신앙 행위들은 절대

신앙 행위라고 할 수 없는, 그 자체

로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그저 겉 사람에게 속한 행위들이

기 때문입니다. That by the “fruit

of the ground” are meant the wo

rks of faith without charity, appear

s also from what follows; for the

works of faith devoid of charity ar

e works of no faith, being in them

selves dead, for they are solely of

the external man.

이런 것에 관해 예레미야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Of such it is written i

n Jeremiah:

1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

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2주께

서 그들을 심으시므로 그들이 뿌

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

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

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4언제

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하

리라 함이니이다 (렘12:1-2, 4) Wh

erefore doth the way of the wic

ked prosper? Thou hast plante

d them, they also have taken ro

ot; they have gone on, they als

o bear fruit; thou art near in t

heir mouth, and far from their

reins; how long shall the land

mourn, and the herb of every fi

eld wither? (Jer. 12:1–2, 4)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

의 마음은 머니이다’는 체어리티와

분리된 신앙의 사람들, ‘이 땅이 슬

퍼하며’라는 말을 듣는 사람들에 관

한 걸 가리킵니다. “Near in the

mouth, but far from the reins”

denotes those who are of faith sep

arated from charity, concerning w

hom it is said that “the land mo

urns.”

같은 예언서에서 이런 행위들을 ‘행

실대로’라 하고 있습니다. In the 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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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 prophet such works are called

the “fruit of works”:

9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

리요마는 10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

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렘17:9-10) The heart is deceitfu

l [ supplantativum] above all thi

ngs, and it is desperate, who c

an know it? I J ehovah search t

he heart, I try the reins, even

to give to every man according

to his ways, and according to t

he fruit of his works. (Jer. 17:9

–10)

미가에서 In M icah: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미7:13) T

he land shall be desolate becau

se of them that dwell therein, f

or the fruit of their works. (M ic

ah 7:13)

이런 ‘열매’는 아무 열매도 아니며,

이런 ‘행위’는 죽은 행위라는 사실,

그리고 열매와 뿌리 둘 다 진멸된다

는 선언이 아모스서에 나옵니다. Th

at such “fruit” is no fruit, or that

the “work” is dead, and that both

fruit and root perish, is thus decla

red in Amos:

내가 아모리 사람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나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

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나무 같

으나 내가 그 위의 열매와 그 아

래의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암2:

9) I destroyed the Amorite befo

re them, whose height was like

the height of the cedars, and h

e was strong as the oaks; yet I

destroyed his fruit from above,

and his roots from beneath. (A

mos 2:9)

그리고 시편에서 And in David:

왕이 그들의 후손을 땅에서 멸함

이여 그들의 자손을 사람 중에서

끊으리로다 (시21:10) Their fruit

shalt thou destroy from the ear

th, and their seed from the son

s of man. (Ps. 21:10)

그러나 체어리티의 행위들은 살아

있으며, 이런 행위들은 이사야에 보

면 선포하기를, 그들은 ‘아래로 뿌

리를 박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라 하고 있습니다. But the works o

f charity are living, and of them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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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declared that they “take root d

ownward, and bear fruit upwar

d;” as in Isaiah: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박고 위로 열

매를 맺으리니 (사37:31) The rem

nant that is escaped of the hou

se of J udah shall again take ro

ot downward, and bear fruit up

ward. (Isa. 37:31)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는 체어리티

로(from) 행하는 것입니다. To “bea

r fruit upward” is to act from ch

arity.

같은 예언서에서, 그런 열매를 일컬

어 ‘영화로운 소산’이라 하고 있습

니다. Such fruit is called the “frui

t of excellence,” in the same pro

phet: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사4:2)

I n that day shall the shoot of J

ehovah be beautiful and gloriou

s, and the fruit of the earth exc

ellent and comely for them that

are escaped of I srael. (Isa. 4:2)

이는 또한 ‘구원의 열매’로, 같은 예

언서에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It is also the “fruit of salvation,”

and is so called by the same prop

het: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

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

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사4

5:8) D rop down, ye heavens, fro

m above, and let the skies pou

r down righteousness; let the e

arth open, and let them bring f

orth the fruit of salvation, and l

et righteousness spring up tog

ether; I J ehovah will create it.

(Isa. 45:8)

‘제물’이 예배를 의미한

다는 건 유대교회의 표

상들을 보면 분명한데요, 유대교회

에서는 모든 종류의 희생제물 및 땅

의 첫 열매들과 그 모든 소산물, 그

리고 초태생(初胎生)의 봉헌물 등을

가리켜 ‘제물들’이라 하였고, 그들의

예배는 이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T

hat by an “offering” is meant wor

ship is evident from the represent

atives of the Jewish church, in wh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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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sacrifices of every kind, as we

ll as the first fruits of the earth a

nd of all its produce, and the obla

tion of the firstborn, were called

“offerings,” in which their worshi

p consisted.

그리고 이들은 모두 천국의 어떤 것

들을 표상하며, 모든 것이 주님을

가리키기(reference to) 때문에, 이

들 제물들을 가지고 참된 예배를 상

징했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실

임에 틀림없습니다. And as they al

l represented heavenly things, and

all had reference to the Lord, it

must be obvious to everyone that

true worship was signified by thes

e offerings.

어떤 표상이라고 하면서 정작 표상

하는 게 없거나, 어떤 겉보기에 종

교라고 하면서 정작 무슨 내적인 건

없고 대신 무슨 일종의 우상이나 죽

음에 속한 것만 있다면 그게 무슨

표상이며, 그게 무슨 종교인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For what is a

representative without the thing it

represents? Or what is an externa

l religion without an internal but

a kind of idol and a thing of deat

h?

겉이 누리는 생명은 속의 것들로부

터, 곧 주님으로부터 속의 것들을

통해서 공급되는 생명입니다. The e

xternal has life from things intern

al, that is, through these from the

Lord.

※ 즉 모든 겉, 외적인 것들은 주님

으로 말미암아 속, 내적인 것들을

통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찰을 통해 분명한 것은 어떤

표상 교회에서 다루는 모든 제물은

주님을 향한 예배를 상징한다는 것

입니다. 이것에 관하여는 주님의 신

적 자비로 이어지는 페이지들에서

구체적으로 다루겠습니다. From th

ese considerations it is evident th

at all the offerings of a representa

tive church signify the worship of

the Lord; and concerning these of

the Lord’s Divine mercy we shall

treat in particular in the following

pages.

일반적으로 ‘제물들’이 예배를 의미

한다는 것은 예언서들 전반, 특히

말라기를 보면 분명합니다. That by

“offerings” in general is meant w

orship, is evident in the prophets

throughout, as in Malac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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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

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

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

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

을 것이라 3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

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

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

라 4그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

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

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말3:2-4)

Who shall abide the day of his

coming? H e shall sit as a refin

er and purifier of silver, and h

e shall purify the sons of Levi,

and purge them as gold and sil

ver, and they shall offer unto J

ehovah an offering in righteous

ness. Then shall the offering of

J udah and of J erusalem be ple

asant unto J ehovah, as in the d

ays of eternity, and as in ancie

nt years. (Mal. 3:2–4)

‘공의로운 제물’은 내적 제물인데

‘레위 자손’, 곧 거룩한 예배자들이

드릴 것입니다. An “offering in ri

ghteousness” is an internal offeri

ng, which the “sons of Levi,” tha

t is, holy worshipers, will offer.

‘옛날’은 태고교회를, ‘고대’는 고대

교회를 상징합니다. The “days of

eternity,” signify the most ancien

t church, and the “ancient year

s,” the ancient church.

에스겔에서 In Ezekiel: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

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

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

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

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

하리라 (겔20:40) I n the mountain

of my holiness, in the mountain

of the height of I srael, there sh

all all the house of I srael, all t

hat land, worship me; there wil

l I accept them, and there will

I require your oblations, and th

e first�fruits of your offerings, i
n all your sanctifyings. (Ezek. 2

0:40)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은 주님으로 인한

체어리티로 상징되는 행위, 선행들

과 같은 것입니다. “Oblations” and

the “first fruits of the offerings

in the sanctifyings” are likew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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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 sanctified by charity from t

he Lord.

스바냐에서 In Zephaniah:

내게 구하는 백성들 곧 내가 흩은

자의 딸이 구스 강 건너편에서부

터 예물을 가지고 와서 내게 바칠

지라 (습3:10) F rom beyond the r

ivers of Ethiopia my suppliants

shall bring mine offering. (Zeph.

3:10)

‘구스’는 천적인 것들을 소유한, 곧

사랑, 체어리티 및 체어리티로 행한

선행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가리

킵니다. “Ethiopia” denotes those

who are in possession of celestial

things, which are love, charity, an

d the works of charity.

4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

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

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

으나 Verse 4, And Abel, he also

brought of the firstlings of his f

lock, and of the fat thereof. An

d J ehovah looked to Abel, and

to his offering:

※ 4절 속뜻

태고교회 안에 ‘아벨’ 신앙을 가진

사람들, 곧 체어리티의 사람들은 가

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과는 달리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 곧 주님

께 속한 거룩과 천적인 것으로 주님

을 예배하였고, 이 예배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여 주님께 열납되었습니

다.

여기 ‘아벨’은 앞서와 같

이 체어리티(charity)를,

‘양의 첫 새끼’는 거룩한 것, 홀로

주님에게만 속한, ‘기름’은 천적(天

的, the celestial) 그 자체, 이 역시

주님에게만 속한, ‘여호와께서 아벨

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는 체

어리티에 속한 것과 체어리티로 드

리는 모든 예배들, 그래서 주님에게

기쁨이 되는 예배들을 말합니다. By

“Abel” here as before is signified

charity; and by the “firstlings of

the flock” is signified that which i

s holy, which is of the Lord alone;

by “fat” is signified the celestial i

tself, which also is of the Lord; an

d by “J ehovah looking unto Abe

l, and to his offering,” that the t

hings of charity, and all worship g

rounded in charity, were well-plea

sing to the L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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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벨’은 체어리티임은

앞서 보여드렸습니다. T

hat “Abel” signifies charity has be

en shown before.

체어리티는 이웃을 향한 사랑, 그리

고 자비입니다. 자기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슬

픔 중에 있는 이웃을 향해 마치 자

신을 향해 하듯 함께하기 때문입니

다. By charity is meant love towa

rd the neighbor, and mercy; for h

e who loves his neighbor as hims

elf is also compassionate toward h

im in his sufferings, as toward hi

mself.

‘양의 첫 새끼’가 홀로

주님에게만 속함을 상징

한다는 것은 표상 교회에 등장하는

첫 새끼 혹은 초태생(初胎生, the fir

stborn)을 보면 됩니다. 거기서 그들

은 모두 거룩했는데, 그 이유는 그

들이 주님과 관련되었으며, 주님은

홀로 ‘초태생’, ‘장자’(長子)이시기

때문입니다. That the “firstlings of

the flock” signify that which is of

the Lord alone is evident from th

e firstlings or firstborn in the rep

resentative church, which were all

holy, because they had relation to

the Lord, who alone is the “firstb

orn.”

사랑과 사랑에서 나오는 신앙, 이

둘이 ‘초태생’입니다. Love and the

faith thence derived are the “first

born.”

모든 사랑은 주님의 것입니다. 요만

큼의 사랑도 사람의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홀로 ‘초태생’이신 겁

니다. All love is of the Lord, and

not one whit of it is of man, there

fore the Lord alone is the “firstb

orn.”

이것이 고대교회에서는 사람과 짐승

의 초태생을 거룩히 구별하여 여호

와께 드리는 걸로, (출13:2, 12, 15)

This was represented in the ancie

nt churches by the firstborn of ma

n and of beast being sacred to Je

hovah; (Exod. 13:2, 12, 15)

2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

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

니라 12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

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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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그 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

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

하리니 (출13:2, 12, 15)

그리고 속뜻으로 사랑을 상징하는

레위 자손, 속뜻으로 신앙을 상징하

는 르우벤과 시므온의 뒤를 따라 태

어났음에도 모든 초태생을 대신하여

받아들여져 제사장직을 받들게 된

레위 자손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민

3:40-45; 8:14-20) and by the tribe

of Levi, which in the internal sens

e signifies love—though Levi was

born after Reuben and Simeon wh

o in the internal sense signify fait

h—being accepted instead of all th

e firstborn, and constituting the p

riesthood.d (Num. 3:40–45; 8:14–

20)

40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

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일 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

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41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

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

라 42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4

3일 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

어난 남자의 총계는 이만 이천이

백칠십삼 명이었더라 44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5이

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취하고 또 그

들의 가축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

을 취하라 레위인은 내 것이라 나

는 여호와니라 (민3:40-45)

14너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서 레위인을 구별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내게 속할 것이라 15네가

그들을 정결하게 하여 요제로 드

린 후에 그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봉사할 것이니라 16그들은 이스라

엘 자손 중에서 내게 온전히 드린

바 된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

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1

7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

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치던

날에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음이라
18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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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

을 취하였느니라 19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

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

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

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20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께서 레위인에

대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레위인에게 행하였으되

곧 이스라엘 자손이 그와 같이 그

들에게 행하였더라 (민8:14-20)

인성(人性, human essence) 관련,

모든 자의 장자(長子)이신 주님, 그

래서 시편에 기록되기를 Of the Lor

d as the firstborn of all, with resp

ect to his human essence, it is th

us written in David:

26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

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27내

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

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시89:

26-27) H e shall call me, my Fa

ther, my God, and the rock of

my salvation. I will also make

him my firstborn, high above th

e kings of the earth. (Ps. 89:26

–27)

그리고 계시록에 And in John: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

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

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

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

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

리를 해방하시고 (계1:5) J esus C

hrist the firstborn of the dead,

and the prince of the kings of t

he earth. (Rev. 1:5)

예배의 장자는 주님, 교회의 장자는

신앙임을 관찰하세요. Observe that

the firstborn of worship signify the

Lord, and the firstborn of the chur

ch, faith.

※ 예배에 속한 장자, 예배 받으시

기에 합당한 장자는 홀로 주님이십

니다. 교회의 두 자녀, 신앙과 체어

리티 가운데 장자는 신앙입니다.

‘기름’은 천적(天的) 그

자체를 상징하는데, 이

역시 주님께 속한 것입니다. By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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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is signified the celestial itself,

which is also of the Lord.

천적이라는 것은 사랑에 속한 모든

것입니다. The celestial is all that

which is of love.

신앙 역시 그것이 사랑으로부터 나

올 때는 천적입니다. Faith also is

celestial when it is from love.

체어리티는 천적입니다. Charity is

the celestial.

모든 체어리티의 선도 천적입니다.

All the good of charity is the cele

stial.

이 모든 것이 희생제물들에게 있는

여러 종류의 기름들, 하나하나 보면,

간 또는 태를 덮고 있는 기름, 콩팥

기름, 창자 위와 전체를 덮고 있는

기름 등 거룩하여 단(the altar) 위

번제로 드려진 이 기름들로 표현되

었습니다. (출29:13, 22; 레3:3, 4, 14;

4:8–9, 19, 26, 31, 35; 8:16, 25) All

these were represented by the var

ious kinds of fat in the sacrifices,

and distinctively by that which cov

ered the liver, or the caul; by the

fat upon the kidneys; by the fat c

overing the intestines, and upon t

he intestines; which were holy, an

d were offered up as burnt offerin

gs upon the altar. (Exod. 29:13, 2

2; Lev. 3:3, 4, 14; 4:8–9, 19, 26,

31, 35; 8:16, 25)

13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

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

의 기름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 불

사르고 22또 너는 그 숫양의 기름

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

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

식의 숫양이라 (출29:13, 22)

3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

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

든 기름과 4두 콩팥과 그 위의 기

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14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

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레3:3-4, 14)

8또 그 속죄제물이 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떼어낼지니 곧 내장

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9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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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되 19그

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26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제물의 기름 같이 제단 위에서 불

사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

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

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31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

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

지니 제사장이 그를 위하여 속죄

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35그

모든 기름을 화목제 어린 양의 기

름을 떼낸 것 같이 떼내어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

를지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가 범

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

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레4:8

-9, 19, 26, 31, 35)

16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

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2

5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꺼풀

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레8:16, 25)

그래서 이 기름들을 ‘여호와께 화제

(火祭, the offering by fire)로 드리

는 음식’(레3:14, 16)이라 하였습니

다. They were therefore called the

“bread of the offering by fire fo

r a rest unto J ehovah.” (Lev. 3:

14, 16)

14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

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

든 기름과 16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레3:14, 16)

같은 이유로, 유대인들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레3:17; 7:23, 25)

라는 말씀에 의해 짐승들의 기름은

어떤 종류든지 먹는 것이 금지되었

습니다. For the same reason the

Jewish people were forbidden to e

at any of the fat of the beasts by

what is called “a perpetual statu

te throughout your generation

s.” (Lev. 3:17; 7:23, 25)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

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

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3:1

7)

23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

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

름을 먹지 말 것이요 25사람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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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께 화제로 드리는 제물의 기

름을 먹으면 그 먹는 자는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레7:23, 2

5)

이것은 교회가 천적인 것들은 고사,

내적인 것조차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This was

because that church was such that

it did not even acknowledge inter

nal, much less celestial things.

※ 천적, 내적인 것을 알지도, 인정

도 안하면서, 즉 주님께 속한 것을

삶으로 뒷받침도 안하면서 마치 그

것들과 하나된 듯, 합일된 듯 하는

거... 신성모독의 길, 곧 주님도 어찌

하실 수 없는 영적 멸망의 길로 들

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기름

을 못 먹게 하신 건 저들에 대한 배

려, 사랑입니다.

[2] ‘기름’이 천적인 것들, 그리고

체어리티의 선들을 가리킨다는 건

예언서들을 보면 분명한데요, 이사

야입니다. That “fat” signifies celes

tial things, and the goods of chari

ty, is evident in the prophets; as

in Isaiah: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

을 위하여 은을 달아 주며 배부르

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

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

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

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사55:2) Wher

efore do ye weigh silver for tha

t which is not bread, and your

labor for that which satisfieth n

ot? Attend ye diligently unto

me, and eat ye that which is go

od, and let your soul delight it

self in fatness. (Isa. 55:2)

그리고 예레미야에 And in Jeremia

h: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

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

씀이니라 (렘31:14) I will fill the

soul of the priests with fatness,

and my people shall be satiated

with my good, (Jer. 31:14)

여기 기름은 정말 지방 덩어리를 가

리키는 게 아니라 천적 영적 선을

가리킨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한데

요, where it is very evident that f

atness is not meant, but celestial

spiritual good.

그래서 시편입니다. So in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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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

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

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9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

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시36:8-9) They are fill

ed with the fatness of thy hous

e, and thou makest them drink

of the river of thy deliciousness

es. For with thee is the fountai

n of lives; in thy light we see l

ight. (Ps. 36:8–9)

여기 ‘살진 것’, ‘생명의 원천’은 천

적인 것, 곧 사랑에 속한 것을, ‘복

락의 강물’과 ‘빛’은 영적인 것, 곧

사랑으로 말미암은 신앙에 속한 것

을 말합니다. Here “fatness” and t

he “fountain of lives” signify the

celestial, which is of love; and the

“river of deliciousnesses,” and

“light,” the spiritual, which is of f

aith from love.

계속해서 시편입니다. Again in Da

vid: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시63:5) My soul shall be satiat

ed with marrow and fatness, an

d my mouth shall praise thee w

ith lips of songs, (Ps. 63:5)

여기도 같습니다. ‘기름’은 천적인

걸, ‘기쁜 입술’은 영적인 걸 말합니

다. where in like manner “fat” de

notes the celestial, and “lips of s

ongs” the spiritual.

그것이 천적인 것이라는 게 분명한

것은 그것이 영혼을 실컷 만족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That it is what

is celestial is very evident, becaus

e it will satiate the soul.

같은 이유로, 첫 열매, 곧 땅의 첫

소산이었던 것들을 ‘기름’이라고 합

니다. (민18:12) For the same reas

on the first fruits, which were the

firstborn of the earth, are called “f

at.” (Num. 18:12)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네게 주었은즉

(민18:12)

[3] 천적인 것들은 도저히 셀 수 없

는 속(屬, genera)으로, 그리고 더욱

더 종(種, species)으로 세분되기 때

문에, 모세가 백성 앞에서 암송한

노래를 통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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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표현되었습니다. As celestial thi

ngs are of innumerable genera, an

d still more innumerable species,

they are described in general in t

he song which Moses recited befo

re the people: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

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

시게 하셨도다 (신32:14) Butter of

kine, and milk of the flock, wit

h fat of lambs and of rams, the

sons of Bashan, and of goats, w

ith the fat of the kidneys of wh

eat; and thou shalt drink the bl

ood of the grape, unmixed. (De

ut. 32:14)

그 속뜻을 모르고서는 어느 누구도

이들 표현들의 상징이 무엇인지를

아는 건 불가능합니다. It is imposs

ible for anyone to know the signifi

cation of these expressions except

from the internal sense.

속뜻을 모르면, 위 구절의 표현들,

‘소의 엉긴 젖’, ‘양의 젖’, ‘어린 양

의 기름’,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

소’, ‘지극히 아름다운 밀’, ‘포도즙

의 붉은 술’은 그저 단어의 나열일

뿐 다른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그럴지라도 이 표현들은

전체적으로나 세부적으로나 천적인

것들의 속과 종을 상징합니다. With

out the internal sense, such expre

ssions as the “butter of kine,” th

e “milk of sheep,” the “fat of la

mbs,” the “fat of rams and goat

s,” the “sons of Bashan,” the “fa

t of the kidneys of wheat,” and

the “blood of the grape,” would

be words and nothing more, and

yet they all and each signify gene

ra and species of celestial things.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체어리티에 속한 것들, 그리고

그에 기반한 모든 예배가 주님을 기

쁘시게 함을 의미한다는 건 앞서

‘아벨’과 ‘그의 제물’ 둘 다에 대한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That “J ehov

ah looked to Abel, and to his o

ffering,” signifies that the things

of charity, and all worship ground

ed therein, are pleasing to the Lo

rd, has been explained before, as

regards both “Abel,” and his “off

ering.”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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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절,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

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Verse 5, And unto

Cain and unto his offering he l

ooked not, and Cain’s anger wa

s kindled exceedingly, and his f

aces fell.

※ 5절 속뜻

사랑에서 분리된 신앙이나 이런 걸

눈감아주는 교리, 이런 게 가인인데,

주님은 이런 예배는 받으실 수가 없

습니다. 사람은 체어리티가 떠나면

그 내면 상태가 바뀌게 되는데 이런

걸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

하니’라 하신 것입니다.

‘가인’은 지금까지 말씀

드린 대로 사랑과 분리

된 신앙, 혹은 이런 분리 가능성을

용인하는 그런 교리를 말합니다. ‘그

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는

앞서와 같이 그의 예배는 받아들여

질 수 없었음을 말합니다. By “Cai

n,” as has been stated, is signifie

d faith separated from love, or su

ch a doctrine as admits of the pos

sibility of this separation; by his

“offering not being looked to” i

s signified as before that his wors

hip was unacceptable.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

니’는 그 내면(the interiors)이 변했

음을, 내면 상태가 바뀌었음을 말합

니다. By “Cain’s anger being ki

ndled exceedingly, and his face

s falling” is signified that the int

eriors were changed.

‘분’(憤, anger)은 체어리티가 떠났

음을, ‘안색’(顔色, faces)은 내면을

말합니다. 사람의 내면 상태가 바뀌

는 걸 ‘안색이 변한다’라고 하지요.

By “anger” is denoted that charit

y had departed; and by the “face

s,” the interiors, which are said t

o “fall” when they are changed.

‘가인’은 사랑과 분리된

신앙, 혹은 이런 분리를

용인하는 어떤 교리를, 그리고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는 그의

예배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음을 말

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보여드렸습

니다. That by “Cain” is signified f

aith separated from love, or a doc

trine that admits of this separatio

n; and that “to his offering he lo

oked not” signifies that his worsh

ip was not acceptable, has been s

355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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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n before.

‘가인이 분하여’의 의미

가 체어리티의 떠남이라

는 것은 나중에 그가 그의 아우 아

벨을 죽이는 것과 관련되는 걸 보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아벨은 체어

리티입니다. That “Cain’s anger w

as kindled” signifies that charity

had departed is evident from what

is afterwards related of his killing

his brother Abel, by whom is sign

ified charity.

분노는 무엇이든지 자아 사랑 및 그

탐욕을 거스르기만 하면 야기되는

일반적인 일종의 어펙션(affection,

애정, 감정, 애착)입니다. Anger is

a general resulting from whateve

r is opposed to self-love and its

cupidities.

이것은 악령들의 세계에서는 아주

생생하게 지각되는데요, 거기는 체

어리티는 전혀 없고, 대신 증오로

가득한 악령들로 인해 주님을 대적

하는 전반적인 분노가 있기 때문이

며, 자아 사랑과 세상 사랑에 호의

적이지 않은 것에는 무엇이든지 신

경질적으로 적의를 드러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적의는 분노에 의

해 주도적이 됩니다. This is plainly

perceived in the world of evil spir

its, for there exists there a gener

al anger against the Lord, in cons

equence of evil spirits being in no

charity, but in hatred, and whatev

er does not favor self-love [amori

proprio] and the love of the worl

d, excites opposition, which is ma

nifested by anger.

말씀에서 여호와의 어떠하심을 서술

하면서 종종 ‘분노’, ‘진노’, 심지어

‘격노’까지 이런 표현들을 사용합니

다만 그러나 이런 표현들은 사람에

게나 쓰는 것이며, 다만 위에서 언

급한 어떤 이유로 그렇게 보이기 때

문에, 마치 그런 게 여호와의 속성

인 듯 사용하는 것입니다. In the

Word, “anger ,” “wrath,” and eve

n “fury,” are frequently predicated

of Jehovah, but they are of man, a

nd are attributed to Jehovah beca

use it so appears, for a reason m

entioned above.

그래서 시편에 기록되기를 Thus it

is written in David:

49그의 맹렬한 노여움과 진노와 분

노와 고난 곧 재앙의 천사들을 그

들에게 내려보내셨으며 50그는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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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

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시78:49-50) H e sent against the

m the anger of his nostril, and

wrath, and fury, and trouble, an

d an immission of evil angels;

he hath weighed a path for his

anger, he withheld not their so

ul from death. (Ps. 78:49–50)

여호와는 누구에게도 화를 내신 적

이 없으시며, 대신 사람들이 화를

자초하는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가

운데 재앙의 천사들을 보내시지도.

반대로 사람이 그들을 자신한테로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Not that Jeh

ovah ever sends anger upon anyo

ne, but that men bring it upon th

emselves; nor does he send evil a

ngels among them, but man draw

s them to himself.

그래서 ‘그는 진노로 길을 닦으사

그들의 목숨이 죽음을 면하지 못

하게 하시고’라는 말씀을 더하시며,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사람들이 그

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

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

리라’ (사45:24) 하시는데, 그래서

여기 분명한 것은, ‘노함’은 악, 또는

같은 의미인데, 체어리티로부터 떠

남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And t

herefore it is added, that he “hath

weighed a path for his anger, a

nd withheld not their soul from

death”; and therefore it is said in

Isaiah, “To J ehovah shall he co

me, and all that were incensed

against him shall be ashamed”

(Isa. 45:24), whence it is evident t

hat “anger” signifies evils, or wha

t is the same, a departure from c

harity.

‘안색이 변하니’가 내면

이 변했음이라는 것은

‘얼굴’과 ‘변함’의 상징을 보면 분명

합니다. That by the “faces fallin

g” is signified that the interiors w

ere changed, is evident from the

signification of the “face” and of it

s “falling .”

얼굴은, 고대인들에게는, 내면(inter

nal things)을 상징했습니다. 내면이

얼굴을 통해서 밖으로 반영되기 때

문인데요, 태곳적 사람들은 그 얼굴

이 내면과 완전히 일치하는 그런 사

람들이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의 얼

굴을 보고 그 사람의 기질이나 마인

드를 알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

습니다. The face, with the an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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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signified internal things, becaus

e internal things shine forth throu

gh the face; and in the most ancie

nt times men were such that the f

ace was in perfect accord with the

internals, so that from a man’s fac

e everyone could see of what disp

osition or mind he was.

그들은 얼굴로는 이런 표정을 하면

서 속으로는 다른 거 생각하는 걸

무슨 괴물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They considered it a monstrous th

ing to show one thing by the face

and think another.

무슨 척, 무슨 체 하는 것과 속이는

것을 그래서 혐오스럽게 여겼고, 그

래서 얼굴은 속, 곧 내면의 상징이

었습니다. Simulation and deceit w

ere then considered detestable, an

d therefore the things within were

signified by the face.

체어리티가 얼굴을 통해 빛날 때는

그 얼굴을 ‘위로 들린다’ 하였고, 그

반대는 ‘아래로 떨군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축복기도문에서 주님을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시는’ 주

님으로 서술하는 것입니다. When c

harity shone forth from the face, t

he face was said to be “lifted u

p”; and when the contrary occurre

d, the face was said to “fall”; whe

refore it is also predicated of the

Lord that he “lifts up his faces u

pon man,” as in the benediction

(Num. 6:26; and in Ps. 4:6),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

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민6:26)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

에게 비추소서 (시4:6)

이것은 주님이 사람에게 체어리티(c

herity)를 베푸심을 상징합니다. by

which is signified that the Lord gi

ves charity to man.

‘얼굴을 떨굼’의 의미는 예레미야에

보면 이렇습니다. What is meant b

y the “face falling,” appears from

Jeremiah:

나의 노한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

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긍휼이 있

는 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렘

3:12) I will not make my face to

fall toward you, for I am mercif

ul, saith J ehovah. (Jer. 3:12)

‘여호와의 얼굴’은 자비입니다.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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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향해 ‘그 얼굴을 드심’은 그가

자비하셔서 그를 향해 체어리티를

베푸심을, 그 반대는 그가 ‘얼굴을

떨구심’, 즉 사람의 안색이 변할 때

입니다. The “face of J ehovah” is

mercy, and when he “lifts up his

face” upon anyone, it signifies tha

t out of mercy he gives him chari

ty; and the reverse when he “mak

es the face to fall,” that is, when

man’s face falls.

6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

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Verse

6, And J ehovah said unto Cain,

Why art thou wroth, and why a

re thy faces fallen?

※ 6절 속뜻

가인의 교리에 선 사람들은 체어리

티에 대한 자신들의 외면 및 그 결

과, 자신들의 내면에 생긴 악한 변

화에 대한 양심의 소리를 들었습니

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는 양심이 말

했음을, 그의 ‘몹시 분하여 함’, ‘안

색이 변함’은 앞서와 같이 체어리티

가 떠났음, 그리고 내면이 변했음을

의미합니다. “J ehovah said unto

Cain,” means that conscience dict

ated; that his “anger was kindle

d, and that his countenance fel

l,” signifies as before that charity

had departed, and that the interio

rs were changed.

※ ‘dictated ’를 NCE 역에서는 ‘sp

oke ’로 번역, 저도 이 번역을 따랐

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가 양심의 소

리를 의미한다는 건 앞서 설명한 비

슷한 구절(창3:8, AC.219)이 있어 더

이상 컨펌할 필요는 없지 싶습니다.

That “J ehovah said unto Cain”

means that conscience dictated, ne

eds no confirmation, as a similar

passage was explained above.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

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

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

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창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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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절,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

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

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Verse 7, I f thou do

est well, art thou not exalted?

And if thou doest not well, sin

lieth at the door; and to thee i

s his desire , and thou rulest ov

er him.

※ 7절 속뜻

신앙이 만일 선을 행하고자 한다면

그 신앙은 체어리티의 신앙이라 할

수 있지만, 만일 그 반대, 곧 신앙이

라고 하면서 선을 행할 마음은 없다

면 그건 체어리티의 신앙, 더 나아

가 신앙도 아니며, 오히려 악이라는

것입니다. 체어리티는 신앙과 함께

지내기를 무척 원합니다. 다만 이때

신앙은 체어리티에게 주도권을 주어

야 합니다. 이것이 질서이기 때문입

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는 만일 네가 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너는 체어리티의 사람이

라는 것이며, ‘선을 행하지 아니하

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는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체어리티

의 사람이 아니고 대신 악인이라는

말입니다. “I f thou doest well, an

uplifting” signifies that if thou art

well disposed, thou hast charity;

“if thou doest not well, sin liet

h at the door” signifies that if th

ou art not well disposed, thou has

t no charity, but evil.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

릴지니라’는 체어리티는 너와 함께

있기를 무척 원하지만 그럴 수가 없

는 게, 너는 오히려 그것에 대한 지

배를 무척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

니다. “To thee is his desire , an

d thou rulest over him” signifies

that charity is desirous to be with

thee, but cannot because thou desi

rest to rule over it.

‘가인’이라 하는 신앙의

교리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사랑에서 신앙을 분리하

면 그 결과, 체어리티에서도 분리됩

니다. 체어리티는 사랑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The doctrine of faith c

alled “Cain” is here described, w

hich in consequence of separating

faith from love, separated it also f

rom charity, the offspring of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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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든지 교회가 있는 곳이면 이단

들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신앙의

어떤 특별한 신조에 과도한 관심을

기울이다가 그만 그걸 메인으로 만

들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게

바로 인간 사고의 본성, 즉 사람은

어떤 것 하나에 과도한 관심을 보이

다가 그걸 다른 모든 것보다 우선하

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 이런 경

향은 특히 그가 오버한 나머지(his i

magination) 그걸 자신의 고유한 발

견이라고 주장할 때라든지, 그가 자

기 사랑과 세상 사랑으로 부풀어 올

랐을 때 그렇습니다. Wherever the

re is any church, there arise here

sies, because while men are intent

on some particular article of faith

they make that the main thing; for

such is the nature of man’s though

t that while intent on some one th

ing he sets it before any other, es

pecially when his imagination clai

ms it as a discovery of his own, a

nd when the love of self and of th

e world puff him up.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다 그것에 들어맞는 것 같고, 그것

을 컨펌하는 것 같아서 그는 결국

그것이 맞다 맹세까지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것이 거짓이더라도 말이지

요. Everything then seems to agr

ee with and confirm it, until at las

t he will swear that it is so, even

if it is false.

바로 이런 식으로 ‘가인’이라 하는

사람들은 신앙을 사랑보다도 더 본

질적인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과적으로 사랑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에서 비롯된

자아와 환상 둘 다에 대한 사랑으로

그들은 어이없게도 그런 컨펌 가운

데 있게 된 것입니다. Just in this

way those called “Cain” made fait

h more essential than love, and as

they consequently lived without lo

ve, both the love of self and the fa

ntasy thence derived conspired to

confirm them in it.

‘가인’이라 부르는 신앙

의 교리의 본성을 본 절

그 부분 설명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요, 거기 보면 체어리티는 신앙이

아닌 체어리티가 주(主, the domini

on)가 되기 위해서라면 신앙과 조인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The natu

re of the doctrine of faith that was

called “Cain” is seen from the de

scription of it in this verse, from

which it appears that charity was

capable of being joined to faith,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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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 so that charity and not faith sh

ould have the dominion.

이런 이유로 ‘네가 선을 행하면 어

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가 먼저

언급되는 것입니다. 네가 선을 행하

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체어리티의

사람일 수 있다는 뜻으로 말이지요.

‘선을 행하다’의 속뜻이 기꺼이 선

을 행하고자 함이기 때문인데요, 선

한 일을 행함은 기꺼이 선한 일을

의도함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On th

is account it is first said, “I f thou

doest well art thou not uplifte

d?” signifying, If thou art well dis

posed, charity may be present; for

to “do well” signifies, in the inter

nal sense, to be well disposed, si

nce doing what is good comes fro

m willing what is good.

고대에는 행위와 의지는 하나였습니

다. 어떤 행위를 보면 그 의지를 알

수 있었지요. 그때는 위선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In ancient times actio

n and will made a one; from the

action they saw the will, dissimula

tion being then unknown.

‘낯을 들다’가 체어리티가 있다임은

얼굴에 대해 이미 드린 말씀을 보시

면 분명한데요, 거기 보시면 ‘낯을

들다’는 체어리티가 있음을, 그리고

‘낯을 떨구다’는 그 반대임을 말하

고 있습니다. That an “uplifting” s

ignifies that charity is present is

evident from what has been alread

y said about the face, that to “lift

up the face” is to have charity, a

nd that for the “face to fall” is th

e contrary.

두 번째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

드려 있느니라’는 만일 네가 선을

행할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너는

체어리티의 사람이 아니고 대신 악

인이라는 것입니다. Secondly, it is

said, “I f thou doest not well, si

n lieth at the door,” which signif

ies, If thou art not well disposed,

there is no charity present, but ev

il.

누구나 알 수 있는 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가 안으로 들어가

고자 준비를 마치고 대기 중인 악을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체어리티가

모두 사라지게 되면, 그때는 오직

무자비함과 증오, 결과적으로는 모

든 악만 남기 때문입니다. Everybo

dy can see that “sin lying at the

door” is evil ready and desir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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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enter; for when there is no cha

rity there are unmercifulness and

hatred, consequently all evil.

일반적으로 죄를 가리켜 ‘악마’(the

devil)라고 하지요, 이 악마는 체어

리티가 결핍된 사람에게 아주 가까

이 와 있는, 지옥과도 같이 끔찍한

그의 동료입니다. 마음 문 앞에 와

있는 이 악마와 그의 동료를 쫓아버

리는 유일한 방법은 주님 사랑, 이

웃 사랑입니다. Sin in general is c

alled the “devil,” who, that is, his

crew of infernals, is ever at hand

when man is destitute of charity;

and the only means of driving aw

ay the devil and his crew from th

e door of the mind is love to the

Lord and toward the neighbor.

세 번째입니다. ‘죄가 너

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는 체어리티는 신앙과

함께 지내기를 무척 원하지만 그럴

수가 없는 게, 신앙은 오히려 체어

리티를 지배하려 하기 때문이며, 그

것은 질서에 역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In the third place it is s

aid, “Unto thee is his desire , a

nd thou rulest over him,” by wh

ich is signified that charity is desi

rous to abide with faith, but canno

t do so because faith wishes to ru

le over it, which is contrary to or

der.

신앙이 주도권을 쥐려 하는 한, 그

런 건 신앙이 아닙니다. 오직 체어

리티의 지배하에서만 신앙이 됩니

다. 위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체어리

티가 신앙보다 주(主, the principal)

이기 때문입니다. So long as faith

seeks to have the dominion, it is

not faith, and only becomes faith

when charity rules; for charity is t

he principal of faith, as was shown

above.

체어리티를 불에 비유할 수 있겠는

데요, 불은 열과 빛의 본질이지요.

열과 빛이 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

다. 분리 상태에 있는 신앙은 마치

빛은 빛인데 열 없는 빛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빛은 있어도

만물이 무기력하게 죽어가는 겨울철

빛 말입니다. Charity may be comp

ared to flame, which is the essenti

al of heat and light, for heat and l

ight are from it; and faith in a sta

te of separation may be compared

to light that is without the heat of

flame, when indeed there is light,

but it is the light of winter in w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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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 everything becomes torpid and

dies.

8절,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

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

라 Verse 8, And Cain talked to

Abel his brother; and it came t

o pass when they were in the fi

eld, that Cain rose up against

Abel his brother, and slew him.

※ 8절 속뜻

시간이 흐르자 교회의 두 자녀 중

형인 신앙이 아우인 체어리티를 교

리적으로는 한 배에서 나왔으면서도

자신에게서 완전히 분리, 소멸시켰

습니다. 태고교회에서 일어난 이단

인 가인은 사랑과 신앙을 분리, 이

를 교리화한 사람들인데, 이들은 자

신들을 사랑의 선인 체어리티로부터

완전히 분리, 결국 체어리티를 소멸

시켜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

에게 말하고’는 일종의

시간 간격, 즉 시간이 흘렀음을 말

합니다. “Cain spake to Abel” sig

nifies an interval of time.

‘가인’은 앞서 기술(記述)처럼, 사랑

에서 분리된 신앙을, ‘아벨’은 체어

리티, 곧 신앙의 아우를 말하며, 그

래서 여기 그는 두 번 ‘아우’라 언급

되고 있는 것입니다. “Cain,” as bef

ore stated, signifies faith separate

d from love; and “Abel” charity, t

he brother of faith, on which accou

nt he is here twice called his “br

other.”

‘들’(field)은 무엇이든지 교리에 속

한 것이면 다 ‘들’입니다. A “fie ld”

signifies whatever is of doctrine.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

니라’는 분리된 신앙이 체어리티의

불을 꺼트렸음을, 즉 체어리티를 소

멸시켰음을, 끝장냈음을 말합니다.

“Cain rose up against Abel his

brother, and slew him” signifies

that separated faith extinguished c

harity.

체어리티가 신앙의 ‘아

우’라는 것, 그리고 ‘들’

이 교리에 속한 것이면 무엇이든 의

미한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말고

는 굳이 말씀 내 유사 구절들을 찾

아 이들을 컨펌할 필요는 없지 싶습

니다. It is unnecessary to confi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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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se things by similar passages f

rom the Word, except so far as t

o prove that charity is the “broth

er” of faith, and that a “fie ld” sig

nifies whatever is of doctrine.

체어리티가 신앙의 ‘아우’라는 사실

은 신앙의 본성이나 본질상 누구에

게나 자명합니다. That charity is th

e “brother” of faith is evident to

everyone from the nature or essen

ce of faith.

이 형제지간(兄弟之間)이 에서와 야

곱으로 표현되었으며, 그 생득권(生

得權, the birthright) 및 그로 인한

주도권 다툼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This brotherhood was represented

by Esau and Jacob, and was the

ground of their dispute about the

birthright and the consequent dom

inion.

이것은 또한 유다로 말미암은 다말

의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로 (창38:

28-30), It was also represented by

Pharez and Zarah, the sons of Ta

mar by Judah (Gen. 38:28, 29, 3

0);

28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

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매었더니 29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30그의 형 곧 손

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

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창38:28-30)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로도 표현되었

습니다 (창48:13-14). and by Ephra

im and Manasseh (Gen. 48:13, 1

4);

13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

엘의 왼손을 향하게 하고 왼손으

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오른손

을 향하게 하여 이끌어 그에게 가

까이 나아가매 14이스라엘이 오른

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

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낫세의 머

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바꾸어 얹었더라 (창48:13-

14)

이 둘도 다른 유사한 경우들과 같이

장자권(長子權, the primogeniture)

과 그로 인한 주도권 다툼이 있습니

다. and in both of these, as well a

s in other similar cases, there is

a dispute about the primogeni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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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consequent dominion.

신앙과 체어리티는 교회의 자식들이

기 때문입니다. For both faith and

charity are the offspring of the ch

urch.

신앙은 ‘남자’라 합니다. 본 장 1절

의 가인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체어

리티는 ‘아우’라 합니다. 사19:2, 렘1

3:14 및 다른 데서들처럼 말이지요.

Faith is called a “man,” as was C

ain, in verse 1 of this chapter, an

d charity is called a “brother,” as

in Isa. 19:2; Jer. 13:14; and other

places.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

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

며 (사19:2)

또 그들로 피차 충돌하여 상하게

하되 부자 사이에도 그러하게 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

지 아니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아끼지 아니하고 멸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렘13:1

4)

신앙과 체어리티의 연합을 ‘형제의

계약’(암1:9)이라 합니다. The union

of faith and charity is called “the

covenant of brethren.” (Amos 1:

9)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

니 이는 그들이 그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음이라 (암1:9)

가인과 아벨의 상징과 비슷한 것이

방금 말씀드린 야곱과 에서의 상징

이었습니다. 야곱 또한 그의 형 에

서를 대신하고 싶어 했다는 점에서

그런데요, 호세아를 봐도 분명합니

다. Similar to the signification of

Cain and Abel was that of Jacob

and Esau, as just said; in that Ja

cob also was desirous of supplanti

ng his brother Esau, as is evident

also in Hosea:

2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3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

꿈치를 잡았고 (호12:2-3) To visit

upon J acob his ways, according

to his doings will he recompen

se him; he supplanted his broth

er in the womb. (Hos.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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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에서, 곧 에서로 표현된 체

어리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

는 주도권을 쥘 것이라는 내용이 그

들의 아버지 이삭의 예언을 보면 나

옵니다. But that Esau, or the char

ity represented by Esau, should n

evertheless at length have the do

minion, appears from the propheti

c prediction of their father Isaac: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

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

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하였더라 (창27:40)

By thy sword shalt thou live, a

nd shalt serve thy brother; and

it shall come to pass, when tho

u hast the dominion, that thou

shalt break his yoke from off th

y neck. (Gen. 27:40)

또한 같은 건데요, 이방인들의 교회,

혹은 새 교회는 에서로, 유대인들의

교회는 야곱으로 표현됩니다. 이것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형제로

인정해야 한다는 말을 그렇게 자주

듣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

의 교회, 혹은 원시 교회에서는 체

어리티로 말미암아 모두 서로를 형

제라 하였습니다. Or what is the s

ame, the church of the gentiles, o

r new church, is represented by

Esau, and the Jewish church is re

presented by Jacob; and this is th

e reason for its being so often sai

d that the Jews should acknowled

ge the gentiles as brethren; and i

n the church of the gentiles, or pr

imitive church, all were called bre

thren, from charity.

마찬가지로 주님도 누가복음에서 말

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을 형제라

하고 계십니다. (눅8:21) Such as he

ar the Word and do it are likewis

e called brethren by the Lord (Lu

ke 8:21);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

이라 하시니라 (눅8:21)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신앙의 사람

들이요,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은 체

어리티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말

씀을 들으면서, 혹은 신앙을 가졌다

고 하면서 행함은 없는, 혹은 체어

리티가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

은 형제가 아닙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들에 비유하

셨기 때문입니다. (마7:24, 26) those

who hear are such as have faith; t

hose who do are such as have c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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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ty; but those who hear, or say t

hat they have faith, and do not, or

have not charity, are not brethren,

for the Lord likens them unto fool

s (Matt. 7:24, 26).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

니 (마7:24)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

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마7:26)

‘들’이 교리를, 그리고 결

과적으로 신앙과 체어리

티의 교리에 속한 것이면 무엇이든

의미한다는 것은 다음 예레미야 말

씀을 보면 분명합니다. That a “fie l

d” signifies doctrine, and consequ

ently whatever belongs to the doct

rine of faith and charity, is eviden

t from the Word, as in Jeremiah: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네 온 영토

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네 재산과

네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렘17:3) O my mo

untain in the field, I will give t

hy possessions [ facultates] and

all thy treasures for a spoil. (J

er. 17:3)

이 구절에서 ‘들’은 교리를, ‘재산’과

‘보물’은 신앙의 영적인 부(富), 혹은

신앙의 교리에 속한 것들을 가리킵

니다. In this passage “fie ld” signi

fies doctrine; “possessions” and

“treasures” denote the spiritual r

iches of faith, or the things that b

elong to the doctrine of faith.

다음 말씀도 같습니다. In the sam

e:

레바논의 눈이 어찌 들의 바위를

떠나겠으며 먼 곳에서 흘러내리는

찬물이 어찌 마르겠느냐 (렘18:14)

Shall the snow of Lebanon fail f

rom the rock of my field? (Jer.

18:14)

시온을 향하여 선포하시기를 신앙의

교리가 결핍되면 ‘시온은 밭 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라 하십니다. (렘

26:18; 미3:12) It is declared conce

rning Z ion, when destitute of the

doctrine of faith, that she shall be

“plowed like a field.” (Jer. 26:1

8, M icah 3:12)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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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

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

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

라 시온은 밭 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 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렘26:18)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

의 높은 곳이 되리라 (미3:12)

에스겔에서 In Ezekiel:

또 그 땅의 종자를 꺾어 옥토에

심되 수양버들 가지처럼 큰 물 가

에 심더니 (겔17:5) H e took of th

e seed of the land, and set it i

n a field of sowing, (Ezek. 17:5)

교회와 교회의 신앙을 다루면서 말

입니다. 교리를 일컬어 그 안에 종

자, 씨가 심긴 ‘들’이라 하기 때문입

니다. treating of the church and of

its faith; for doctrine is called a “f

ie ld” from the seed in it.

같은 본문에서 In the same: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

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

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

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겔17:24) And let all the trees o

f the field know that I J ehovah

bring down the high tree. (Eze

k. 17:24)

요엘입니다. In Joel:

10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

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

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11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밭의 소

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12밭의 모

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욜1:10-

12) The field is laid waste, the

ground mourneth, for the corn

is wasted, the new wine is drie

d up, the oil languisheth, the h

usbandmen are ashamed, the ha

rvest of the field is perished, a

ll the trees of the field are wit

hered, (Joel 1:10–12)

여기 ‘밭’은 교리를, ‘나무’는 지식들

을, ‘농부들’은 예배자들을 말합니

다. where the “fie ld” signifies doc

trine, “trees” knowledges, and “h

usbandmen” worshipers.

시편에서 In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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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 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시96:12) The field sh

all exult and all that is therein;

then shall all the trees of the fo

rest sing, (Ps. 96:12)

여기 ‘밭’이 어떻게 기뻐 어쩔 줄 몰

라 하겠으며, ‘숲의 모든 나무들’이

어떻게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

은 사람 안에 있는 것들, 곧 신앙에

관한 지식들 얘기임이 너무나도 분

명합니다. where it is perfectly evi

dent that the field cannot exult, no

r the trees of the forest sing; but

things that are in man, which are

the knowledges of faith.

예레미야에서 In Jeremiah: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

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렘12:4)

How long shall the land mourn,

and the herb of every field with

er? (Jer. 12:4)

여기서도 분명한 것은 ‘땅’도, ‘지방

의 채소’도 슬퍼할 수 없다는 것입

니다. 이런 표현들은 황폐한 상태

가운데 있는 사람의 어떤 것에 관한

것입니다. where it is also evident

that neither the land nor the herb

s of the field can mourn; but that

the expressions relate to somethin

g in man while in a state of vasta

tion.

비슷한 구절이 이사야에도 나옵니

다. A similar passage occurs in Is

aiah: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

래를 발하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

뼉을 칠 것이며 (사55:12) The mo

untains and the hills shall brea

k forth before you into singing,

and all the trees of the field sh

all clap their hands. (Isa. 55:12)

주님 또한 세상 종말 관련 예언 가

운데 신앙의 교리를 가리켜 ‘밭’이라

하십니다. The Lord also in his pr

ediction concerning the consumma

tion of the age calls the doctrine

of faith a “fie ld:”

그 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으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

려둠을 당할 것이요 (마24:40; 눅1

7:36) Then shall two be in the fi

eld, the one shall be taken and

the other left, (Matt. 24:40; Luke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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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역개정 한글 성경에는 눅17:36

본문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밭’은 신앙의 교리, 곧 참된

교리, 거짓된 교리 둘 다를 의미합

니다. where by a “fie ld” is meant

the doctrine of faith, both true and

false.

‘밭’이 교리를 가리키기 때문에, 신

앙의 씨앗을 받아들이는 그 누구든,

그것이 사람이든, 교회든, 아니면 세

상이든 또한 일컬어 ‘밭’이라 합니

다. As a “fie ld” signifies doctrine,

whoever receives a seed of faith,

whether a man, the church, or the

world, is also called a “fie ld.”

그래서 이상으로부터 이

어지는 내용은 본문, ‘그

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의 의미인

데요, 그것은 신앙과 체어리티는 둘

다 교리적으로는 신앙의 교리로부터

말미암았음에도 불구, 신앙, 얘가 문

젠데... 곧 애써 자기를 사랑에서 분

리 및 체어리티를 무시, 반드시 체

어리티를 지배해야만 직성이 풀리

는, 그래서 결국은 체어리티의 불을

꺼트리고야 마는 게 신앙이라는 내

용인데요, 오늘날의 경우, 체어리티

의 실천은 없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

원을 받는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사

람들이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바로

이런 걸로 그들은 체어리티의 불을

꺼트리기 때문인데요, 아무리 그들

이 사랑 없이 신앙 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고, 입술

로 고백할지라도 말입니다. From t

his then it follows that the words

“Cain rose up against his broth

er Abel, and slew him, when th

ey were in the field together,”

denote that while both faith and ch

arity were from the doctrine of fai

th, yet faith separate from love co

uld not but disregard and thereby

extinguish charity; as is the case

at the present day with those who

maintain that faith alone saves, wi

thout a work of charity, for in this

very supposition they extinguish c

harity, although they know and co

nfess with their lips that faith is n

ot saving unless there is love.

9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

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

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

까 Verse 9, And J ehovah said t

o Cain, Where is Abel thy brot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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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r? And he said, I know not,

am I my brother’s keeper?

※ 9절 속뜻

가인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에게 주

님의 어떤 딕테이트, 곧 체어리티에

대한 딕테이트가 있자 그들은 체어

리티에 대한 평소 그들의 생각, 곧

자신들은 체어리티를 하찮게 여기

며, 체어리티를 섬겨야 한다는 자신

들의 의무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

와 관련된 모든 걸 일체 거부한다는

자신들의 입장과 정체를 드러냈습니

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는 그들에게

체어리티, 혹은 ‘아우 아벨’에 관하

여 일종의 딕테이트(dictate)를 준

어떤 퍼셉션 같은 것(perceptivity)

을 말합니다. “J ehovah said unto

Cain” signifies a certain perceptiv

ity from within that gave them a

dictate concerning charity or the

“brother Abel.”

가인의 대답, ‘내가 알지 못하나이

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

까’는 신앙이 체어리티를 뭣도 아닌

걸로 여겼음을, 그리고 체어리티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걸 마음에 내켜

하지 않았고 그 결과, 체어리티와

관련된 모든 걸 거부했다는 말입니

다. Cain’s reply, “I know not, am

I my brother’s keeper?” signifie

s that faith considered charity as

nothing, and was unwilling to be

subservient to it, consequently tha

t faith altogether rejected everythi

ng of charity.

그런 게 그들의 교리가 되었습니다.

Such did their doctrine become.

태고인들은 자신들의 퍼

셉션을 ‘여호와의 스피

킹’이라는 워딩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이런 퍼셉션 역

량을 주신 분이 주님이심을 알고 있

었기 때문입니다. By the “speakin

g of J ehovah” the most ancient p

eople signified perception, for the

y knew that the Lord gave them t

he faculty to perceive.

이 퍼셉션은 사랑이 주(主, the prin

cipal)일 동안은 계속될 수 있었습니

다. This perception could continue

no longer than while love was the

princip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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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을 향한(to) 사랑이 식고 그 결

과, 이웃을 향한(toward) 사랑 또한

식으면 퍼셉션은 사라졌습니다만 그

러나 아직 사랑이 남아 있는 한은

퍼셉션도 남아 있었습니다. When l

ove to the Lord ceased, and cons

equently love toward the neighbo

r, perception perished; but insofar

as love remained, perception rem

ained.

이러한 퍼셉션 역량은 태고교회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후

세대처럼 신앙이 사랑에서 분리되고

체어리티가 신앙을 통해서 주어지자

양심이라는 게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 또한 일종의 딕테

이트를 주는 건데 방식은 다릅니다.

이에 관해서는 주님의 신적 자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This per

ceptive faculty was proper to the

most ancient church, but when fait

h became separated from love, as

in the people after the flood, and

charity was given through faith, th

en conscience succeeded, which al

so gives a dictate, but in a differe

nt way, of which, by the Lord’s D i

vine mercy, hereafter.

양심이 딕테이트할 때, 그것은 말씀

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와

같은 식입니다. 양심은 계시(things

revealed)와 지식, 그리고 말씀으로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the W

ord) 말씀하시거나(speaks) 딕테이

트하실 때, 말씀하시는 분은 주님이

십니다. 그런 까닭에 심지어 오늘날

에조차 양심, 혹은 신앙에 관한 걸

언급하면서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더 일반적인 표현

은 없습니다. When conscience dict

ates, it is in like manner said in

the Word that “J ehovah speaks”;

because conscience is formed from

things revealed, and from knowled

ges, and from the Word; and whe

n the Word speaks, or dictates, it

is the Lord who speaks; hence no

thing is more common, even at th

e present day, when referring to

a matter of conscience, or of faith,

than to say, “the Lord says.”

‘지키는 자’가 된다는 건

유대 교회의 ‘문지기’나

‘수위’(문지방을 지키는 자)처럼 섬

기는 걸 말합니다. To be a “keepe

r” signifies to serve, like “door k

eepers” and “porters” (that is, th

e keepers of the threshold) in the

Jewish church.

372



창4:10, AC.373-377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57/161

신앙은 체어리티를 ‘지키는 자’라고

합니다. 그것이 원래 신앙의 의무이

니까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신앙은

자기가 체어리티를 지배해야 한다

는, ‘가인’이라 하는 교리를 원리로

삼아 따르고 말았습니다. 7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입니다. Faith is

called the “keeper” of charity, fro

m the fact that it ought to serve i

t, but it was according to the prin

ciples of the doctrine called “Cai

n” that faith should rule, as was s

aid in verse 7.

10절,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

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

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Verse 10,

And he said, What hast thou do

ne? The voice of thy brother’s

bloods crieth to me from the g

round.

※ 10절 속뜻

태고교회의 두 자녀 중 맏이인 신앙

이 아우인 체어리티에게 폭행을 가

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랑에서 분리한 신앙인 가인이라

하는 사람들을 향해 ‘유죄!’, ‘유죄!’

그 종파 안에서 고발하는 것입니다.

‘네 아우의 핏소리’는 체

어리티에 폭행이 가해졌

음을 말합니다. ‘피의 호소’는 유죄

(有罪, guilt) 고발이며, ‘땅’은 어떤

종파(schism)나 이단(heresy)을 말

합니다. The “voice of thy brothe

r’s bloods” signifies that violence

had been done to charity; the “cr

ying of bloods” is the accusation

of guilt, and “ground” signifies a

or heresy.

‘핏소리’가 체어리티에

가해진 폭행임이 분명한

것은 말씀에 나오는 많은 본문들 때

문입니다. 거기에 보면 ‘소리’는 어

떤 것에 대한 고발을, ‘피’는 어떤

종류의 죄, 특히 증오(hatred)를 가

리킵니다. 주님의 가르치심 대로 누

구든지 형제를 향하여 증오를 품는

사람은 마음으로는 그를 죽이는 것

이기 때문입니다. That the “voice

of bloods” signifies that violence

had been done to charity is evide

nt from many passages in the Wo

rd, in which “voice” denotes anyt

hing that accuses, and “blood” an

y kind of sin, and especially hatre

d; for whosoever bears hatred tow

ard his brother, kills him in his h

eart; as the Lord te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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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

가 들었으나 22나는 너희에게 이르

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

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

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

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마5:21-

22) Ye have heard that it was s

aid to them of old, thou shalt n

ot kill, and whosoever shall kill

shall be in danger of the judgm

ent; but I say unto you, that w

hosoever is angry with his brot

her rashly shall be in danger of

the judgment; and whosoever s

hall say to his brother, Raca, s

hall be in danger of the counci

l; but whosoever shall say, thou

fool, shall be in danger of the h

ell of fire , (Matt. 5:21–22)

이 말씀들은 증오의 등급을 의미합

니다. by which words are meant t

he degrees of hatred.

증오는 체어리티와 정반대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든, 만일 직

접 안 되면, 간접적으로라도 죽입니

다. 증오는 오직 직접적인 외적 규

제로만 저지됩니다. Hatred is cont

rary to charity, and kills in whate

ver way it can, if not with the han

d, yet in spirit, and is withheld o

nly by external restraints from the

deed of the hand.

이런 이유로 예레미야에서처럼 모든

증오는 ‘피’입니다. Therefore all ha

tred is “blood,” as in Jeremiah:

33네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네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

로 네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

지 가르쳤으며 34또 네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었

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렘2:33-34) Why m

akest thou thy way good to see

k love? Even in thy skirts are

found the bloods of the souls of

the needy innocent ones. (Jer.

2:33–34)

[2] ‘피’ 하면 증오이듯 모든 종류의

불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증오는

모든 불법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And as hatred is denoted by “blo

od,” so likewise is every kind of i

niquity, for hatred is the fountain

of all iniqu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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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세아에서처럼 As in Hosea:

2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

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3그러므로 이 땅

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

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호4:2-3) Swearing falsely, and l

ying, and killing, and stealing,

and committing adultery, they r

ob, and bloods, in bloods have

they touched; therefore shall th

e land mourn, and everyone tha

t dwelleth therein shall languis

h. (Hos. 4:2–3)

그리고 에스겔에서 무자비함을 말씀

하시면서 And in Ezekiel, speakin

g of unmercifulness:

2인자야 네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

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3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

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4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네

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

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

의 조롱 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6이

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기 권세대

로 피를 흘리려고 네 가운데에 있

었도다 9네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

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산 위에서 제물을 먹

는 자도 있었으며 네 가운데에 음

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겔22:2-4,

6, 9) Wilt thou judge the city of

bloods, and make known to her

all her abominations, a city tha

t sheddeth bloods in the midst

of it? Thou art become guilty t

hrough thy blood that thou hast

shed. (Ezek. 22:2–4, 6, 9)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

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

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겔7:23) T

he land is full of the judgment

of bloods, and the city is full of

violence. (Ezek. 7:23)

그리고 예레미야 애가에서 And in

Jeremiah:

13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

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

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

다 14그들이 거리 거리에서 맹인



창4:10, AC.373-377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60/161

같이 방황함이여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애4:13-14) For the si

ns of the prophets of J erusale

m, and the iniquities of her pri

ests, that have shed the blood

of the righteous in the midst of

her, they wander blind in the s

treets, they have been polluted

with blood. (Lam. 4:13–14)

이사야에서 In Isaiah: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

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

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

이라 (사4:4) When the Lord shal

l wash away the filth of the dau

ghters of Z ion, and shall have

purged the bloods of J erusalem

from the midst, with the spirit

of judgment, and with the spiri

t of burning. (Isa. 4:4)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

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

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

독을 냄이라 (사59:3) Your palms

are defiled in blood, and your f

ingers in iniquity. (Isa. 59:3)

에스겔에서 예루살렘의 혐오스러운

것들, 곧 ‘피’라 하는 것들을 말씀하

시면서 In Ezekiel, speaking of the

abominations of Jerusalem, which

are called “bloods:”

6내가 네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네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

이라도 살아 있으라 다시 이르기

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

라 하고 22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

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

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

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

을 행하였느니라 (겔16:6, 22) I pa

ssed by thee, and saw thee tra

mpled in thine own bloods, and

I said unto thee, Live in thy bl

oods, yea, I said unto thee, Liv

e in thy bloods. (Ezek. 16:6, 22)

[3]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의 무

자비함과 증오 또한 ‘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계16:3, 4) The unmercif

ulness and hatred of the last time

s are also described by “blood” i

n the Revelation (16:3, 4).

3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

으매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 같

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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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더라 4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

과 물 근원에 쏟으매 피가 되더라

(계16:3, 4)

‘피’는 영어로 ‘bloods’라 하여 복수

로 언급되는데요, 모든 불공정하고

혐오스러운 것들이 증오로부터 솟구

쳐 나오기 때문입니다. 마치 모든

선하고 거룩한 것들이 사랑으로부터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B

loods” are mentioned in the plura

l, because all unjust and abominab

le things gush forth from hatred,

as all good and holy ones do from

love.

그래서 이웃을 향하여 증오를 느끼

는 사람은 만일 그가 할 수만 있다

면 그를 죽일 것입니다. 실제로 그

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이 이웃을 폭행하는 것이며, 그것

을 여기서 아주 적절하게 ‘핏소리’

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ref

ore he who feels hatred toward hi

s neighbor would murder him if h

e could, and indeed does murder

him in any way he can; and this i

s to do violence to him, which is

here properly signified by the “vo

ice of bloods.”

‘호소’에 관한 두 표현,

‘voice crying ’과 ‘voice

of a cry’는 말씀에 흔히 나오는 표

현 형식인데요, 어떤 동요(動搖)나

소란, 혼란, 또는 어떤 행복한 일이

일어난 경우 등에도 사용되고 있습

니다. (출32:17, 18; 습1:9, 10; 사65:1

9; 렘48:3처럼 말입니다.) A “voice

crying” and the “voice of a cry”

are common forms of expression i

n the Word, and are applied to e

very case where there is any nois

e, tumult, or disturbance, and also

on the occasion of any happy even

t (as in Exod. 32:17–18; Zeph. 1:

9–10; Isa. 65:19; Jer. 48:3).

17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

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

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18모

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

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

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

로다 하고 (출32:17, 18)

9그 날에 문턱을 뛰어넘어서 포악

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을 내가 벌하리라 10나 여호와

가 말하노라 그 날에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 이 구역에서

는 울음 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습1: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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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사6

5:19)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

폐와 큰 파멸이로다 (렘48:3)

본문에서는 고발을 가리킵니다. In t

he present passage it denotes acc

usation.

이로부터 ‘피의 호소’는

유죄 고발을 말한다 하

는 건데요,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

은 유죄이기 때문입니다. From this

it follows that the “crying of bloo

ds” signifies the accusation of guil

t; for those who use violence are

held guilty.

시편에서처럼 As in David: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시34:21) Evil shall slay the wic

ked, and they that hate the rig

hteous shall be guilty. (Ps. 34:2

1)

에스겔에서 In Ezekiel:

네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

고 네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네 날이 가까

웠고 네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 거리가 되게 하였노

라 (겔22:4) Thou city art becom

e guilty by the blood which tho

u hast shed. (Ezek. 22:4)

여기 ‘땅’(ground)이 종

파나 이단을 말한다는

건 ‘들’(field)이 교리를 가리키며, 그

래서 들을 자신의 일부로 하는 ‘땅’

은 일종의 종파라는 사실로 분명합

니다. That the “ground” here sig

nifies a schism or heresy, is evide

nt from the fact that a “fie ld” sig

nifies doctrine, and therefore the

“ground,” having the field in it, i

s a schism.

사람 자체가 ‘땅’이요, 또한 ‘들’입니

다. 이런 것들이 사람 안에서 수정

(受精)되기 때문인데요, 사람은 그

안에서 수정되는 게 무엇이냐에 따

라 그런 사람이 됩니다. 선과 진리

376
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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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수정된 사람은 선하고 진실한 사

람이 되고, 악과 거짓으로 수정된

사람은 악하고 거짓된 사람이 됩니

다. Man himself is the “ground,”

and also the “fie ld,” because thes

e things are inseminated in him, f

or man is man from what is inse

minated in him, a good and true

man from goods and truths, an ev

il and false man from evils and fal

sities.

어떤 특별한 교리나 이단 가운데 있

는 사람은 나중에 그 이름으로 부르

게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본문

에 나오는 ‘땅’이라는 용어도 종종

사람의 어떤 종파나 이단을 가리키

기 위해 사용되곤 하는 것입니다.

He who is in any particular doctri

ne or heresy is named from it, an

d so in the passage before us the

term “ground” is used to denote

a schism or heresy in man.

11절,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

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Ver

se 11, And now art thou cursed

from the ground, which hath op

ened its mouth to receive thy b

rother’s bloods from thy hand.

※ 11절 속뜻

가인의 신앙, 곧 사랑 따로, 신앙 따

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런 이단

적 가르침을 따라 사랑의 선인 체어

리티를 폭행, 사라지게 하였고, 그

결과 스스로를 주님과 멀어지게 하

는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

으리니’는 그런 종교적

입장, 곧 스키즘(schism)을 통해 그

가 외면을 자초하게 되었음을, 즉

사랑에서 신앙을 분리하는 입장을

고수함으로써 스스로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었음을, ‘그 입을 벌려’

는 그 이단(heresy)이 그들을 가르

쳤음을,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은 그것이 체어리티

를 폭행, 사라지게 하였음을 말합니

다. “Cursed art thou from the g

round” signifies that through the

schism he had become averted;

“which hath opened its mouth”

signifies that the heresy taught th

em; to “receive thy brother’s bl

oods from thy hand” signifies tha

t it did violence to charity, and e

xtinguished it.

378



창4:11, AC.378-379
‘땅이 그 입을 벌려’

64/161

위 표현들이 이런 걸 의

미함은 앞서 지금까지

다룬 내용들을 보아 분명하고요, 그

리고 ‘저주를 받는다’는 건 선을 싫

어한다는, 즉 스스로 주님을 외면한

다는 의미임은 앞서 245번 글에서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That these th

ings are signified is evident from

what has gone before; and that to

be “cursed” is to be averse to go

od, has been already shown (n. 24

5).

※ 245번 글은 ‘네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창3:14)라는 말씀에 대한 겁니

다. 여기 나오는 ‘저주를 받아’에 대

해, 본래 주님은 누구를 외면하시거

나 화를 내시거나, 벌하시거나, 시험

하시거나, 심지어 죽이시고, 저주하

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 이

모든 것은 사람이 자초하는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 말씀에 사람들이 오

해할 수도 있게 마치 주님이 그런

분이신 것처럼 그렇게 표현하신 이

유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다스

리심 가운데 있으며, 어떻게 역사하

시고 섭리하시는지, 돌이켜 선이 되

게 하시는지를 보고 배울 수 있게

하심이라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법과 혐오, 혹은 증오는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으로부터 시선을 돌려

오직 아랫것, 곧 육체적이고 세속적

인 것들, 그결과 지옥에 속한 것들

만 바라보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For iniquities and abominations, o

r hatreds, are what avert man, so

that he looks downward only, that

is, to bodily and earthly things, th

us to those which are of hell.

이런 일은 체어리티가 쫓겨나 사라

졌을 때 일어납니다. 이때 주님과

사람 사이 유대가 손상되기 때문인

데요, 오직 체어리티, 혹은 사랑과

자비로만 우리는 주님과 결합하며,

체어리티 없는 신앙으로는 절대 결

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체어리티

없는 신앙... 이런 건 신앙도 아닌

것이, 그저 신앙 관련 무슨 지식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지옥스런 끔찍

한 패거리들이나 소유할 수 있는 것

입니다. 그들은 이런 걸로 선한 사

람들을 아주 교활하게 속일 수도,

자신들을 빛의 천사로 위장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사악한 설교자들이

마음은 전혀 아니면서도 입술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종종 아주 경건한

척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것처럼 말

입니다. This takes place when cha

rity is banished and extinguished,

for then the bond which connects t

he Lord with man is severed, sinc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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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only charity, or love and mercy,

are what conjoin us with him, and

never faith without charity, for this

is no faith, being mere knowledg

e, such as the infernal crew thems

elves may possess, and by which t

hey can craftily deceive the good,

and feign themselves angels of lig

ht; and as the most wicked preac

hers are sometimes wont to do, w

ith a zeal like that of piety, althou

gh nothing is further from their h

earts than that which proceeds fro

m their lips.

어떤 사람의 말이 무슨 의지나 의도

등 진정성이 없는데도 그런 거하고

는 상관없이 그를 존경하거나 그의

말을 찬성하는 그런 사람은 없다는

걸 사람들은 누구나 다 경험적으로

알지요. 그런데도 그저 머리로만 아

는 신앙, 혹은 그런 신앙에서 나오

는 생각들을 보고 뭔가 쓸모가 있을

것이다 믿을 정도로 그렇게 판단력

이 미약한 그런 사람이 과연 있을까

요? Can anyone be of judgment s

o weak as to believe that faith alo

ne in the memory, or the thought

thence derived, can be of any avai

l, when everybody knows from his

own experience that no one estee

ms the words or assenting of anot

her, no matter of what nature, wh

en they do not come from the will

or intention?

※ 네,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

그들을 기쁘게 하고, 서로를 묶어주

는 것이 바로 이것, 곧 의지, 의도,

진정성, 마음 등입니다. It is this th

at makes them pleasing, and that

conjoins one man with another.

사람의 의지가 그 사람의 진짜 모습

입니다. 그가 의도하지 않은, 즉 그

의 마음이 안 담긴 생각이나 말 같

은 거는 말고 말입니다. The will is

the real man, and not the thought

or speech which he does not will.

사람은 그의 천성과 기질을 이 의지

에서 얻습니다. 이것이 그에게 영향

을 끼치기 때문인데요, A man acqu

ires his nature and disposition fro

m the will, because this affects hi

m.

그러나 만일 누가 선이란 무엇인가

를 생각하고 있다면, 신앙의 본질,

이것이 체어리티인데요, 이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선이라는 것을 행하

고자 하는 의지가 그 안에 있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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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입니다. But if anyone thinks wh

at is good, the essence of faith, w

hich is charity, is in the thought,

because the will to do what is go

od is in it.

그러나 만일 그가 자기는 선한 것을

생각한다 말은 하면서도 정작 사악

하게 산다면, 그는 오직 악한 것밖

에는 의도할 수가 없고, 그런 이유

로 거기에는 신앙이라는 게 전혀 있

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But if he s

ays that he thinks what is good, a

nd yet lives wickedly, he cannot p

ossibly will anything but what is e

vil, and there is therefore no faith.

12절,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

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

하는 자가 되리라 Verse 12, Whe

n thou tillest the ground, it sha

ll not henceforth yield unto the

e its strength; a fugitive and a

wanderer shalt thou be in the e

arth.

※ 12절 속뜻

태고교회 안에서 일어난, 사랑과 신

앙을 서로 분리하는 그런 걸 교리화

하여 그걸로 무슨 교단을 만들고,

교파를 세우는 가인의 사람들은 아

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선과 진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밭(ground)을 갈다’는

이런 스키즘이나 이단

경작(耕作, to cultivate)을, ‘땅이 다

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는 그래봐야 소용없음을 의

미합니다. To “till the ground” si

gnifies to cultivate this schism or

heresy; “it shall not yield unto t

hee its strength” signifies that it

is barren.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는 무

엇이 선이요 진리인지를 알지 못함

입니다. To be a “fugitive and a

wanderer in the earth” is not to

know what is good and true.

‘밭을 갈다’의 의미가 이

런 스키즘이나 이단 경

작임은 방금전까지 말한 ‘땅’(groun

d)의 상징을 보면 거기 나옵니다.

‘효력을 주지 않다’가 그런 노력은

소용없음을 의미함이 분명한 것은

땅에 관한 내용들을 보아도 그렇고,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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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딩 그 자체를 보아도, 뿐만 아니

라 지금 보고 있는, 즉 체어리티 없

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위에

서 말한 대로 사실은 전혀 신앙 고

백을 하는 게 아니라는 이걸 보아도

분명합니다. That to “till the grou

nd” means to cultivate this schism

or heresy appears from the signifi

cation of “ground,” of which we h

ave just now spoken; and that its

“not yielding its strength” denot

es its barrenness, is evident both

from what was said concerning gr

ound, and from the words themsel

ves, as well as from this consider

ation, that those who profess faith

without charity, profess no faith, a

s was said above.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

는 자’가 무엇이 선이요

진리인지를 알지 못함이 분명한 것

은 말씀에서 ‘방황함’과 ‘피함’의 상

징을 보면 됩니다. That to be a “f

ugitive and a wanderer in the

earth” signifies not to know what

is good and true is evident from

the signification of “wandering” a

nd “fleeing away” in the Word.

예레미야에서처럼 As in Jeremiah:

13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

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

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

다 14그들이 거리 거리에서 맹인

같이 방황함이여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그들이 만질

수 없도다 (애4:13-14) The proph

ets and priests wander blind in

the streets, they have been poll

uted in blood; the things they c

annot do they touch with garme

nts, (Lam. 4:13–14)

여기서 ‘선지자들’은 가르치는 사람

들이며, ‘제사장들’은 그에 맞춰 사

는 사람들입니다. ‘거리 거리에서

맹인 같이 방황함’은 무엇이 선이고

진리인지를 알지 못함입니다. where

“prophets” are those who teach, a

nd “priests,” those who live accor

dingly; to “wander blind in the

streets” is not to know what is tr

ue and good.

[2] 아모스에서 In Amos:

7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

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으매 8두 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하게 마시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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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였으나 (암4:7-8) A part o

f the field was rained upon, an

d the part of the field whereup

on it rained not withered; so t

wo or three cities shall wander

unto one city to drink waters,

and shall not be satisfied, (Amo

s 4:7–8)

여기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는

체어리티의 신앙의 교리를, ‘한 부

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는 체어리

티 없는 신앙의 교리를 말합니다. w

here by the “part of the field on

which it rained” is signified the

doctrine of faith from charity; and

by the “part” or “piece” “of the f

ield on which it did not rain,” t

he doctrine of faith without charit

y.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도

마찬가지로 진리 추구를 가리킵니

다. To “wander to drink the wat

ers” likewise denotes to seek afte

r truth.

[3] 호세아에서 In Hosea:

16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

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17그들

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가 되리

라 (호9:16, 17) Ephraim is smitt

en, their root is dried up, they

shall bear no fruit; my God wil

l cast them away, because they

did not hearken unto him; and

they shall be wanderers among

the nations. (Hos. 9:16, 17)

여기 ‘에브라임’은 진리를 이해함,

혹은 신앙을 가리킵니다. 에브라임

은 요셉의 장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뿌리가 말라’는 열매를 맺을 수 없

는 체어리티를 가리키며, ‘여러 나

라 가운데에 떠도는 자’는 무엇이

진리요 선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

들입니다. “Ephraim” here denotes

the understanding of truth, or fait

h, because he was the firstborn of

Joseph; the “root which was dri

ed up” denotes charity that canno

t bear fruit; “wanderers among t

he nations” are those who do not

know what is true and good.

[4] 예레미야에서 In Jeremiah:

28너희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 자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30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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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

라 (렘49:28, 30) Go ye up agains

t Arabia, and devastate the son

s of the east. F lee , wander ye

exceedingly; the inhabitants of

Hazor have let themselves dow

n into the deep for a habitatio

n. (Jer. 49:28, 30)

‘게달’과 ‘동방 자손들’은 천적인 부

(celestial riches) 혹은 사랑에 속한

것들의 소유를 말합니다. 이런 것들

은 황폐해질 때, ‘도망하라’, ‘멀리

가라’, 즉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을 듣는데, 바로 ‘게달’

과 ‘동방 자손들’이 선한 일을 전혀

못 하는 때입니다. “Arabia” and th

e “sons of the east,” signify the

possession of celestial riches, or o

f the things that are of love, whic

h, when vastated, are said to “fle

e ,” and “wander,” that is, to be

“fugitives and wanderers,” when

they do nought of what is good.

‘하솔 주민’, 혹은 영적인 부(spiritu

al riches)를 소유한 사람들, 이 부

는 신앙에 속한 건데, 이 부를 소유

한 사람들은 ‘하솔 주민아 깊은 곳

에 살라’, 즉 그들은 멸망한다는 말

을 듣습니다. Of the “inhabitants

of Hazor,” or those who possess

spiritual riches, which are those of

faith, it is said that they “let the

mselves down into the deep,” t

hat is, they perish.

[5] 이사야에서 In Isaiah:

너의 관원들도 다 함께 도망하였

다가 활을 버리고 결박을 당하였

고 너의 멀리 도망한 자들도 발견

되어 다 함께 결박을 당하였도다

(사22:3) All thy foremost ones w

ander together, they are bound

before the bow, they have fled f

rom far, (Isa. 22:3)

‘환상의 골짜기’, 혹은 체어리티 없

는 신앙도 가능하다는 환상을 말씀

하시면서, speaking of the “valley

of vision,” or the fantasy that fait

h is possible without charity.

체어리티와 떨어져 있는 신앙을 주

장하는 사람은 일종의 ‘피하며 유리

하는 자’, 즉 선과 진리에 대하여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라 하는 이

유가 이어지는 구절인 14절에 나옵

니다. Hence appears the reason w

hy it is said, in a subsequent vers

e (Isa. 22:14), that he who profess

es faith that is apart from ch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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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a “fugitive and a wanderer,”

that is, knows nothing of good an

d truth.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

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

의 말씀이니라 (사22:14)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Verse 13, And Cain said unto J

ehovah, M ine iniquity is greate

r than can be taken away.

※ 13절 속뜻

가인이라는 사람들도 처음에는 그래

도 약간의 선이 남아있었던 것 같습

니다. 자기들이 악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악 가운데 있으

면 어떤 내적 고통을 겪습니다. 이

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모습에 절망

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

되’는 자기가 악 가운데

있었다는 어떤 고백을, 이 고백은

무슨 내적 고통으로 나온 것입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

이다’는 그로 인한 절망을 의미합니

다. “Cain said unto J ehovah” si

gnifies a certain confession that he

was in evil, induced by some inte

rnal pain; “mine iniquity is grea

ter than can be taken away” sig

nifies despair on that account.

그런 걸 보면, 가인 안에

아직 뭔가 선한 것이 남

아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후 체어리티의 모든 선은 사라졌

는데 그건 뒤에 나오는 라멕이 한

말을 보면 분명합니다. 19절하고, 23

절, 24절입니다. Hence it appears t

hat something of good still remain

ed in Cain; but that all the good

of charity afterwards perished is e

vident from what is said of Lamec

h (verses 19, 23–24).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

름은 씰라였더라 (창4:19)

23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

와 씰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

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
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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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

아 소년을 죽였도다 24가인을 위하

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

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창4:23-24)

14절,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

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뵈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

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

나이다 Verse 14, Behold, thou h

ast cast me out this day from t

he faces of the ground; and fro

m thy faces shall I be hid, and

I shall be a fugitive and a wan

derer in the earth;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everyone tha

t findeth me shall slay me.

※ 14절 속뜻

태고교회에서 일어난 가인의 무리들

은 결국 교회의 모든 진리로부터 분

리되며, 주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기반한 신앙의 모든 선으로부터도

분리되고, 그 결과 참된 선과 진리

에 대해 무지하게 되어 결국 모든

악과 거짓에 의해 파괴되고 맙니다.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

온즉’은 교회의 모든 진

리로부터 분리됨을, ‘주의 낯을 뵈

옵지 못하리니’는 사랑의 신앙의 모

든 선으로부터 분리됨을,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는 무엇이 참

이요 선인지를 알지 못함을,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

나이다’는 모든 악과 거짓이 그를

파괴할 것을 의미합니다. To be “ca

st out from the faces of the gro

und” signifies to be separated fro

m all the truth of the church; to b

e “hid from thy faces” signifies t

o be separated from all the good

of faith of love; to be a “fugitive

and a wanderer in the earth” is

not to know what is true and goo

d; “everyone that findeth me sh

all slay me” signifies that all evil

and falsity would destroy him.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

온즉’이 교회의 모든 진

리로부터 분리됨이라는 것은 ‘땅’(gr

ound)이 상징하는 바를 보면 분명

한데요, ‘땅’은 그 진실된(genuine)

뜻으로는 교회, 혹은 교회에 속한

사람이며, 그래서 앞서 밝힌 대로,

교회가 천명(闡明, profess)하는 모

든 것입니다. That to be “cast out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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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the faces of the ground” is

to be separated from all the truth

of the church is evident from the

signification of “ground,” which, i

n the genuine sense, is the churc

h, or the man of the church, and t

herefore whatever the church profe

sses, as shown above.

어떤 말의 의미라는 것은 다루는 주

제에 따라 필연적으로 달라지는데

요, 그래서 심지어 잘못된 신앙, 예

를 들면, 스키즘이나 이단 신앙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땅’이라 합니다.

The meaning of a word necessaril

y varies with the subject treated

of, and therefore even those who

wrongly profess faith, that is who

profess a schism or heresy, are al

so called “ground.”

여기 ‘이 지면에서 쫓아내시온즉’은

그러나 더 이상 교회의 진리 안에

있을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Here

however to be “driven out from

the faces of the ground” signifie

s to be no longer in the truth of t

he church.

‘주의 낯을 뵈옵지 못하

리니’가 사랑의 신앙의

모든 선으로부터 분리됨이라는 것은

‘주의 낯’의 상징을 보면 분명합니

다. That to be “hid from thy face

s” signifies to be separated from

all the good of the faith of love is

evident from the signification of th

e “faces of J ehovah.”

‘주의 낯’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비입니다. 이 자비에서 사랑의 신

앙의 모든 선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여기 그의 ‘낯’으로 신앙의 선을 의

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The “face o

f J ehovah,” as before said, is me

rcy, from which proceed all the g

oods of the faith of love, and ther

efore the goods of faith are here s

ignified by his “faces.”

※ 신앙에도 두 종류가 있음을 이젠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가인의 신

앙처럼 사랑과 분리되는 신앙이고,

다른 하나는 아벨의 신앙처럼 사랑

과 결합하는 신앙입니다. 여기 ‘사랑

의 신앙의 모든 선’은 아벨의 신앙

처럼 사랑과 결합된 신앙을 말하며,

그런 신앙으로 행하는 모든 선을 말

합니다.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

는 자’가 된다는 건 앞서387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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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참이요 선

인지 알지 못함을 의미합니다. To b

e a “fugitive and a wanderer in

the earth” means as before not to

know what is true and good.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

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가 모든 악과 거짓이 그를 파괴할

것을 의미함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인데

요, That “everyone finding him

would slay him” signifies that ev

ery evil and falsity would destroy

him, follows from what has been s

aid.

이런 경우 때문입니다. For the cas

e is this.

사람이 자신에게서 체어리티를 빼앗

을 때, 그는 스스로를 주님으로부터

분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을 주님과 결합하게 하는 유일

한 것은 바로 체어리티, 즉 이웃을

향한 사랑과 자비이기 때문입니다.

When a man deprives himself of c

harity, he separates himself from t

he Lord, since it is solely charity,

that is, love toward the neighbor,

and mercy, that conjoin man with

the Lord.

체어리티가 없는 곳, 거기엔 괴리

(乖離, disjunction)가 있으며, 괴리

가 있는 곳에서는 사람은 자기 자신

혹은 본성(own)만 남게 되며, 그렇

게 되면 이후 그가 무슨 생각을 하

든지 무슨 마음을 먹든지 그것은 거

짓이며 악입니다. Where there is n

o charity, there is disjunction, and

where there is disjunction, man is

left to himself or to his own; and

then whatever he thinks is false, a

nd whatever he wills is evil.

이런 것들이 바로 사람을 죽게 하거

나 남은 여생을 빈털터리가 되게 하

는 것입니다. These are the things

that slay man, or cause him to ha

ve nothing of life remaining.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죽임을 당할까

봐 끝없이 두려워합니다. 아래 모세

의 글에 기록된 것처럼 말입니다. T

hose who are in evil and falsity ar

e in continual dread of being slai

n, as is thus described in Moses:

33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

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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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

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36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

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

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

라 37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 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

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

이 없을 것이요 (레26:33, 36-37) Y

our land shall be a desolation,

and your cities a waste, and up

on them that are left of you I

will bring softness into their he

art in the land of their enemie

s, and the sound of a driven le

af shall chase them, and they s

hall flee as fleeing from a swor

d, and they shall fall when none

pursueth, and shall stumble eve

ryone upon his brother, as it w

ere before a sword, when none

pursueth. (Lev. 26:33, 36–37)

이사야에 In Isaiah:

16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

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

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

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17땅의 주

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네

게 이르렀나니 18두려운 소리로 말

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

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

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

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

함이라 19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20땅이 취한 자 같이 비

틀비틀하며 원두막 같이 흔들리며

그 위의 죄악이 중하므로 떨어져

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사2

4:16-20) The treacherous deal tr

eacherously, yea, in the treache

ry of the treacherous they deal

treacherously. And it shall com

e to pass that he who fleeth fro

m the noise of the fear shall fal

l into the pit, and he that come

th up out of the midst of the pi

t shall be taken in the snare; t

he transgression thereof shall b

e heavy upon it, and it shall fal

l, and not rise again. (Isa. 24:16

–20)

예레미야에 In Jeremiah: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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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라 내가 두려움을 네 사방에서

네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 나갈 것이요 도망하

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렘

49:5) Behold, I bring a dread u

pon thee, from all thy circuits

shall ye be driven out every m

an toward his faces, and none s

hall gather up him that wander

eth. (Jer. 49:5)

이사야에 In Isaiah:

16이르기를 아니라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리라 하였으므로 너희가 도

망할 것이요 또 이르기를 우리가

빠른 짐승을 타리라 하였으므로

너희를 쫓는 자들이 빠르리니 17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

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의 깃대 같겠고 산마루

위의 기치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사30:16-17) We will flee upon t

he horse, therefore shall ye fle

e; and, we will ride upon the s

wift, therefore shall they that p

ursue you be rendered swift; o

ne thousand shall flee at the re

buke of one, at the rebuke of fi

ve shall ye flee. (Isa. 30:16–17)

이 구절들과 말씀 다른 구절들에서

거짓과 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묘

사하기를 ‘도망하다’, ‘죽임을 당할

까 봐 두려워하다’ 하고 있습니다.

In these and other passages of th

e Word, those who are in falsity a

nd evil are described as “fleein

g,” and as in “fear of being slai

n.”

그들은 모든 사람을 두려워 하는데

요, 자신들을 보호해 줄 사람이 아

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They are af

raid of everybody, because they h

ave no one to protect them.

악과 거짓 가운데 있는 모두가 자기

들의 이웃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그

렇게들 모두 서로 죽이고자 하는 것

입니다. All who are in evil and fal

sity hate their neighbor, so that th

ey all desire to kill one another.

내세(來世, the other lif

e)에 있는 악한 영들의

상태를 보면 분명히 악과 거짓 가운

데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두려

워하고 있습니다. The state of evil

spirits in the other life shows mos

t clearly that those who are in evi

l and falsity are afraid of every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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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

자기 자신에게서 모든 체어리티를

박탈한 사람들은 정처 없이 떠돌며,

이리저리 도망다닙니다. Those who

have deprived themselves of all ch

arity wander about, and flee from

place to place.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가령 어느

무리든지 그들은 이들이 그저 다가

오기만 할 뿐인데도 이들의 캐릭터

를 즉시 지각합니다. 그런 것이 내

세에 존재하기 때문인데, 그들은 이

들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죽이려고까지 하는 적대감을

품고 너무하다 할 정도로 잔인하게

대합니다. Wherever they go, if to

any societies, these at once percei

ve their character by their mere c

oming, for such is the perception

that exists in the other life; and t

hey not only drive them away, but

also severely punish them, and wi

th such animosity that they would

kill them if they could.

악한 영들은 서로를 잔인하게 대하

며 학대하는 데서 가장 큰 기쁨을

얻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가장 큰

만족감이기 때문입니다. Evil spirits

take the greatest delight in punis

hing and tormenting one another;

it is their highest gratification.

악과 거짓 자체가 이런 것의 원인이

라는 사실이 지금까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

해 무엇을 원하든 자기한테로 돌아

오기 때문입니다. Not until now ha

s it been known that evil and falsi

ty themselves are the cause of thi

s, for whatever anyone desires for

another returns upon himself.

※ 생전에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원

했던 사람은 사후에 그 행복을 돌려

받으며, 생전에 다른 사람들의 불행

을 원했던 사람은 사후에 그 불행을

돌려받게 된다는 말씀 같습니다.

거짓은 그 안에 거짓에 대한 형벌이

들어 있으며, 악도 그 안에 악에 대

한 형벌이 들어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기들 안에 이런 형벌에 대

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Falsi

ty has in itself the penalty of falsit

y, and evil has in itself the penalt

y of evil, and consequently they h

ave in themselves the fear of thes

e penalties.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창4:15, AC.392-396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77/161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

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

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

게 하시니라 Verse 15, And J eho

vah said unto him, Therefore w

hosoever slayeth Cain, vengean

ce shall be taken on him sevenf

old. And J ehovah set a mark u

pon Cain, lest any finding him

should smite him.

※ 15절 속뜻

주님은 비록 사랑에서 분리된 가인

의 신앙이라 할지라도 보호, 보존,

사람들이 이 신앙에 폭력 행사, 즉

뭔가를 섞거나 없애려 하거나 하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그런 건 신

성모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가인

신앙을 구별, 보호, 보존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이

유는 인류가 결국 가인의 신앙으로

흐를 것이며, 그래서 할 수 없이 먼

저 신앙을 통해서 사랑을 알고, 체

어리티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한 것

입니다. 원래대로라면 사랑하기 때

문에 신앙하는 게 순서 상 맞지만

말입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

을 칠 배나 받으리라’는

심지어 그렇게 분리되었을지라도 신

앙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일종의

신성모독(sacrilege)이 될 것임을,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는 주님은 신앙을 특별한

방식으로 구별하셔서 신앙이 보존될

수 있게 하셨음을 의미합니다. By

“vengeance being taken sevenfo

ld on anyone who slays Cain” is

signified that to do violence to fai

th even when thus separated woul

d be a sacrilege; “J ehovah set a

mark upon Cain, lest any findin

g him should smite him” signifi

es that the Lord distinguished fait

h in a particular manner, in order

that it might be preserved.

우리는 지금 이 말씀들

의 속뜻 설명을 더 깊이

계속하기에 앞서 먼저 이 경우가 어

떻게 신앙과 연결되는지를 알 필요

가 있습니다. Before we proceed to

elucidate the internal sense of the

words before us, it is necessary t

o know how the case is with faith.

태고교회는 사랑의 신앙 말고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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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창4:15, AC.392-396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78/161

어떤 신앙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이

라는 걸 심지어 입에 올리는 것조차

꺼리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신앙에 속한 모든 걸 주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으로 지각했기 때문입니

다. The most ancient church was

of such a character as to acknowle

dge no faith except that which is

of love, insomuch that they were

unwilling even to mention faith, fo

r through love from the Lord they

perceived all things that belong to

faith.

우리가 앞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천

적 천사들 또한 그렇습니다. Such a

lso are the celestial angels of who

m we have spoken above.

그러나 인류는 이런 캐릭터로 있을

수는 없을 것이다, 대신 주님 사랑

에서 신앙을 분리하려 할 것이고,

그 다음엔 그 신앙을 가지고 독립적

인 무슨 일종의 교리화를 할 것이다

라는 게 예견되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대안이 제공되었는데요, 그것

은, 그들 사랑과 신앙은 실제로 분

리가 될 것이고, 그렇다면 이런 식,

곧 신앙, 즉 신앙의 지식을 통해 사

람들이 주님의 체어리티를 받게 하

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먼저 지식이

나 들음이 오고, 그다음 그걸 통해

체어리티, 즉 이웃을 향한 사랑 및

자비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올 수 있

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이때 이 체

어리티는 신앙과 분리될 수 없을 뿐

더러 오히려 신앙의 원칙이 되게 하

자는, 이런 식의 대안이 주어졌습니

다. But as it was foreseen that th

e human race could not be of this

character, but would separate faith

from love to the Lord, and would

make of faith a doctrine by itself,

it was provided that they should i

ndeed be separated, but in such a

way that through faith, that is, thr

ough the knowledges of faith, men

might receive from the Lord chari

ty, so that knowledge [cognitio] o

r hearing should come first, and t

hen through knowledge or hearin

g, charity, that is, love toward the

neighbor, and mercy, might be gi

ven by the Lord, which charity sh

ould not only be inseparable from

faith, but should also constitute th

e principal of faith.

※ 모든 걸 다 구비하여 놓으시고

그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 그 지

혜 안에 머무를 수만 있다면 다 누

리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거

절, 자기가 땀흘려 벌거나 책과 씨

름하는 등 온몸으로 직접 체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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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야만 참 진리요 누릴 자격이 있

는 것이라며 부득불 제 길을 걷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나

름 책임감 있어 보이고 진정성 있는

삶을 살고자 애쓰는 듯하여 건실한

듯하나... 그럼, 주님을 사랑하여 주

님 지혜 안에 머물기를 힘쓰는 사람

들은 인생을 날로 먹으려는 사람들

일까요? 오히려 더 아름답고 진실,

성실, 세상 속에서 주님 안에 머물

고자 속으로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

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이 둘의 차

이는 전자는 쉽고 가벼운 삶을 사는

한편, 후자는 어렵고 무거운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전자가 어린아이

같이 주님을 따르려는 사람들이라

면, 후자는 머리가 커져버려 제 소

견에 옳은 대로 자기를 따르려는 사

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굳이 아버지

집을 박차고 나가 그 생(生) 고생

통해 겨우 가장 기초적 고백의 자리

에 섰던 둘째 아들 같은 사람들이라

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버지를 사

랑하여 아버지 집에 머무르면 되었

을 것을 말입니다.

태고교회 시절 그들에게 있었던 퍼

셉션 대신 이제 그 자리를 양심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 양심은 신

앙을 통해, 체어리티와 결합된 신앙

을 통해 얻는 것인데요, 어떤 참된

것을 예전처럼 딕테이션으로 직관하

는 게 아니라 단지 그것이 참이라

하니, 말씀에서 주님이 참이라 하시

니 참인 줄 아는, 그런 것입니다. A

nd then instead of the perception

they had in the most ancient chur

ch, there succeeded conscience, ac

quired through faith joined to char

ity, which dictated not what is tru

e, but that it is true, and this bec

ause the Lord has so said in the

Word.

홍수 후 교회들은 거의 대부분 이런

캐릭터였으며, 주님 초림 후 첫 교

회인 초대교회 역시 그랬습니다. 그

리고 이런 이유로 영적 천사들이 천

적 천사들로부터 구분이 되는 것입

니다. The churches after the flood

were for the most part of this cha

racter, as also was the primitive

or first church after the Lord’s ad

vent, and by this the spiritual ang

els are distinguished from the cel

estial.

이제 이것을 미리 아셨

고, 또 인류가 영원한 사

망으로 소멸되지 않도록 하셨기 때

문에 여기 다음과 같이 선언하십니

다. ‘아무도 가인을 건드리면 안 된

다!’ 이 가인은 체어리티에서 분리

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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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신앙을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

아가 그에게 어떤 표를 주셨는데요,

그 표의 의미는 주님이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신앙을 구별하셨다는 것입

니다. 신앙의 보존을 위해서지요. N

ow as this was foreseen, and was

provided, lest the human race sho

uld perish in eternal death, it is h

ere declared that none should do

violence to Cain, by whom is sign

ified faith separated from charity;

and further that a mark was set u

pon him, which means that the Lo

rd distinguished faith in a particul

ar manner, in order to secure its

preservation.

이런 사실들은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아케이나이며,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결혼과 고자(鼓子, eunuch)

에 관하여 하신 말씀 중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These are arcana hithert

o undiscovered, and are referred t

o by the Lord in what he said res

pecting marriage, and eunuchs, in

Matthew: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

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

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

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

지어다 (마19:12) There are eunu

chs who were so born from thei

r mother’s womb; and there ar

e eunuchs who were made eunu

chs of men; and there are eunu

chs who have made themselves

eunuchs for the kingdom of Go

d’s sake; he that is able to rec

eive it let him receive it. (Mat

t. 19:12)

천국의 결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고자’라 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

터 된’ 고자들은 천적 천사들을 닮

았고, ‘사람이 만든’ 고자들은 영적

천사들과 비슷하며, ‘스스로 된’ 고

자들은 천사 같은 영들과 비슷한데,

체어리티보다는 순종으로 행하는 사

람들입니다. Those in the heavenly

marriage are called “eunuchs”; th

ose so “born from the womb,” a

re such as resemble the celestial

angels; those “made of men,” are

such as are like the spiritual ange

ls; and those “made so by thems

elves,” are like angelic spirits, w

ho act not so much from charity a

s from obedience.

※ 태고교회, 즉 아담 이후 인류의

미래가 아벨로 이어져 계속해서 천

적 인간, 천인(天人)의 상태로 유지

될 수 있었으면 가장 좋았겠지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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쨌든 가인이라는 자들의 일어남으로

인해 인류는 아벨 대신 가인의 역

사, 체어리티 대신 신앙의 역사, 교

리의 역사로 흐르게 되었고, 그래서

주님도 최선 대신 차선을 선택, 그

에 따른 구원의 방도를 마련하신 것

이며, 이것을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고자 이야기로 표현하신 것입니다.

고자 역시, 천국 결혼의 상태가 가

장 좋은 것임은 누구나 다 알지만

실제 지상의 삶 동안, 즉 육을 입고

있는 동안은 천국 결혼의 상태, 곧

주님과 결혼, 주님과 합일의 상태에

든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것!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

여 세상에서 주님과 결합하고자 하

는 사람들은 금욕이라는 영적 고자

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씀하

시는 것입니다.

한 마디로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으

로 인해 주님 수준이 아닌 우리 수

준, 곧 최선이 아닌 차선을 선택하

신 것입니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

을 칠 배나 받으리라’는

말씀의 의미가 심지어 그렇게 분리

되었을지라도 신앙에 폭력을 행사하

는 것은 신성모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한 것은 ‘가인’이 체어리티

로부터 분리된 신앙이라는 의미인

것과, ‘칠’(7, seven, 일곱)이 신성하

다(sacred) 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

다. That the words “whosoever sl

ayeth Cain, vengeance shall be

taken on him sevenfold” signify

that to do violence to faith even w

hen thus separated would be sacri

lege, is evident from the significat

ion of “Cain,” which is faith separ

ated from charity, and from the si

gnification of “seven,” which is w

hat is sacred.

숫자 ‘칠’은 잘 알려진 대로 아주 거

룩하게 여겨졌습니다. 육일간의 창

조에 이은 일곱 번째 날, 그 자체가

곧 천인(天人, the celestial man)이

요, 그 안에 평화와 쉼, 그리고 안식

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The n

umber “seven” was esteemed hol

y, as is well known, by reason of

the six days of creation, and of th

e seventh, which is the celestial m

an, in whom is peace, rest, and th

e sabbath.

그래서 이 숫자는 유대 교회의 예전

에서 아주 자주 나오며, 이 숫자가

나오는 곳마다 신성함을 나타냅니

다. 그래서 그 기간이 아주 길든지

짧든지 둘 다 ‘칠’(7, seven)로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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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아래 다니엘 본문처럼 메

시아의 오심을 가리키는 아주 장구

한 시간 간격을 가리켜 ‘이레’(week

s, 일곱 날, 일곱째 날)라 하였습니

다. (단9:24-25) Hence this number

occurs so frequently in the rites o

f the Jewish church, and is every

where held sacred, and hence also

both greater and less periods of t

ime were distinguished into seven

s, and were called “weeks,” such

as the great intervals of time to t

he coming of the messiah; (Dan.

9:24–25)

24네 백성과 네 거룩한 성을 위하

여 일흔 이레를 기한으로 정하였

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

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25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

레와 예순두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단

9:24-25)

라반과 야곱은 칠 년이라는 기간을

‘칠 일’이라 하였습니다. (창29:27-2

8) and the time of seven years cal

led a “week” by Laban and Jacob.

(Gen. 29:27–28)

27이를 위하여 칠 일을 채우라 우

리가 그도 네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칠 년 동안 섬길지니라 28야

곱이 그대로 하여 그 칠 일을 채

우매 라반이 딸 라헬도 그에게 아

내로 주고 (창29:27-28)

같은 이유로 어디서든 이 ‘칠’(7)이

라는 숫자는 거룩 혹은 신성불가침

(inviolable)으로 여겨집니다. For th

e same reason, wherever it occur

s, the number seven is accounted

holy or inviolable.

그래서 시편을 보면 Thus we read

in David: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일곱 번씩 주를 찬양하

나이다 (시119:164) Seven times a

day do I praise thee. (Ps. 119:1

64)

이사야에서 In Isaiah: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

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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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햇빛은 일곱 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사30:26) The

light of the moon shall be as th

e light of the sun, and the light

of the sun shall be sevenfold, a

s the light of seven days, (Isa.

30:26)

여기 ‘해’는 사랑을, ‘달’은 사랑으로

말미암은 신앙을 가리키는데, 사랑

처럼 될 신앙입니다. where the “su

n” denotes love, and the “moon” f

aith from love, which should be as

love.

사람의 거듭남의 기간이 일곱 번째

날, 곧 천인이 되기 전, 숫자 ‘육’(6,

six)으로 구별되듯, 그가 황폐해지는

기간, 곧 천적인 것이 전혀 남지 않

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 또한 그렇습

니다. As the periods of man’s reg

eneration are distinguished into si

x, before the seventh arrives, that

is, the celestial man, so also are t

he periods of his vastation, up to

the time when nothing celestial re

mains.

유대인들의 여러 번 포로 생활과,

마지막 혹은 바벨론 유수(幽囚, capt

ivity), 곧 십 년씩 일곱 번, 혹은 칠

십 년간 지속된 기간은 이것을 표현

한 것입니다. This was represented

by the several captivities of the J

ews, and by the last or Babylonis

h captivity, which lasted seven de

cades, or seventy years.

또한 땅은 안식년을 가져야 한다 여

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It is als

o said several times that the eart

h should rest on its sabbaths.

다니엘에 나오는 느부갓네살 역시

같은 내용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Th

e same is represented by Nebuch

adnezzar, in Daniel:

16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

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때를 지내리라 23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 없애라 그러나 그 뿌

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쇠와 놋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

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때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32네가 사람에게서 쫓

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

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때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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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

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

라 하더라 (단4:16, 23, 32) H is he

art shall be changed from man,

and a beast’s heart shall be giv

en unto him, and seven times s

hall pass over him. (Dan. 4:16, 2

3, 32)

그리고 계시록, 마지막 때의 황폐함

에 관하여 And in John, concernin

g the vastation of the last times:

1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

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

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

다 6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

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 띠를

띠고 7네 생물 중의 하나가 영원토

록 살아 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

득히 담은 금 대접 일곱을 그 일

곱 천사들에게 주니 8하나님의 영

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

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계15:1,

6-8) I saw another sign in heav

en, great and marvelous, seven

angels, having the seven last pl

agues; (Rev. 15:1, 6–8)

그리고 계속해서 and that: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

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계11:2) T

he gentiles should tread the ho

ly city under foot forty and two

months, or six times seven. (Re

v. 11:2)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

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

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계5:1) I saw a book written wit

hin and on the back, sealed wit

h seven seals. (Rev. 5:1)

같은 이유로 징벌의 가혹함과 더함

을 모세의 책에서처럼 숫자 ‘칠’(7)

로 표현했습니다. For the same re

ason the severities and augmentat

ions of punishment were expresse

d by the number seven; as in Mo

ses:

18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

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

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일

곱 배나 더 징벌하리라 21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

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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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일곱 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24나 곧 나도 너희에게 대

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

를 칠 배나 더 치리라 28내가 진노

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

로 말미암아 칠 배나 더 징벌하리

니 (레26:18, 21, 24, 28) I f ye will

not yet for all this obey me, th

en I will chastise you sevenfold

for your sins. (Lev. 26:18, 21, 24,

28)

그리고 시편에서 And in David: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칠 배나 갚으

소서 (시79:12) Render unto our

neighbors sevenfold into their b

osom. (Ps. 79:12)

자, 정리하자면, 신앙을 범하는 것,

신앙에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일종

의 신성모독(sacrilege)이었기 때문

에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십니다. 그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은 예배에 속

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Now a

s it was a sacrilege to do violenc

e to faith—since as has been said

it was to be of service—it is said

that “whosoever should slay Cai

n, vengeance should be taken o

n him sevenfold.”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

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

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의

의미가 가인 신앙이 보존될 수 있도

록 주님이 특별한 방식으로 구별하

셨음이라는 것은 ‘표’의 의미와, 어

떤 구별 수단으로 누군가에게 ‘표를

주사’의 의미를 보면 분명합니다. T

hat “J ehovah set a mark on Cai

n, lest anyone should smite hi

m” signifies that the Lord disting

uished faith in a particular manne

r in order that it might be preser

ved, is evident from the significati

on of a “mark,” and of “setting a

mark” on anyone, as being a mea

ns of distinction.

그래서 에스겔에서 Thus in Ezekie

l: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

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

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

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겔9:4) J e

hovah said, Go through the mid

st of the city, through the mids

t of J erusalem, and make a ma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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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 on (or designate) the forehe

ads of the men groaning and si

ghing for all the abominations,

(Ezek. 9:4)

여기 ‘이마에 표를 그리라’의 의미

는 그들의 이마에 무슨 표나 선을

그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른 사람

들로부터 그들을 구별하라는 의미입

니다. where by “marking out the

foreheads,” is not meant a mark

or line upon the front part of thei

r heads, but to distinguish them f

rom others.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기를 S

o in John, it is said that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

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계9:4) The locusts sho

uld hurt only those men who ha

d not the mark of God on their

foreheads, (Rev. 9:4)

여기서도 ‘인침’, 즉 표를 받는 것은

구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where a

lso to have the mark means to be

distinguished.

[2] 계시록 다른 곳에서도 보면,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계1

3:16)라고 되어 있습니다. And in th

e same book we read of a “mark

on the hand and on the forehea

d .” (Rev. 13:16)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

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

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

에 표를 받게 하고 (계13:16)

모세의 책, 관련 내용을 보면, 유대

교회에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미간

에 붙여 표를 삼으라’ 하였는데 이

역시 같은 걸 표현하는 것입니다. T

he same thing was represented in

the Jewish church by binding the

first and great commandment on t

he hand and on the forehead, conc

erning which we read in Moses:

4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

니 8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

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신6:4, 8) H ear, O I sr

ael, J ehovah our God is one J e

hovah; (Deut. 6:4, 8)

13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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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

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

면 18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

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

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신11:13, 18) and thou sha

lt love J ehovah thy God with al

l thy heart, and with all thy so

ul, and with all thy strength, a

nd thou shalt bind these words

for a sign upon thy hand, and t

hey shall be as frontlets betwee

n thine eyes. (Deut. 11:13, 18)

사랑에 관한 계명을 다른 어떤 계명

보다도 더 높이 구별해야 함을 그들

은 이런 식으로 표현하였고, 이런

이유로, ‘손목과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라’의 의미가 분명해지는 것입

니다. By this was represented that

they should distinguish the comma

ndment respecting love above eve

ry other, and hence the significati

on of “marking the hand and th

e forehead” becomes manifest.

[3] 그래서 이사야에서 So in Isaia

h:

18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

라 때가 이르면 뭇 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19내

가 그들 가운데에서 징조를 세워

서 그들 가운데에서 도피한 자를

여러 나라 곧 다시스와 뿔과 활을

당기는 룻과 및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

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뭇 나

라에 전파하리라 (사66:18-19) I co

me to gather all nations and to

ngues; and they shall come and

shall see my glory; and I will

set a mark upon them. (Isa. 66:

18–19)

그리고 다윗의 책에서 And in Davi

d:

16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

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17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그

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시니이다

(시86:16-17) O turn unto me, an

d have mercy upon me, give th

y strength unto thy servant, an

d save the son of thy handmaid.

Set upon me a mark for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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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y that hate me shall see

and be ashamed. (Ps. 86:16–17)

이들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표의 의

미를 이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From these passages the meaning

of a mark is now evident.

그러므로 앞으로는 가인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에게 무슨 눈에

보이는 표를 준 것으로 생각하는 사

람이 없도록 합시다. 말씀의 속뜻에

는 겉 글자의 뜻에 들어있는 것하고

는 아주 다른 게 들어있기 때문입니

다. Let no one therefore imagine

that any mark was set upon a par

ticular person called Cain, for the

internal sense of the Word contain

s things quite different from those

contained in the sense of the lette

r.

16절,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Ve

rse 16, And Cain went out from

the faces of J ehovah, and dwelt

in the land of Nod, toward the

east of Eden.

※ 16절 속뜻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즉

그 기초가 사랑이며, 그런 기초로

선을 행하여야 할 신앙이 이제 그

기초인 사랑과 분리되었으므로, ‘에

덴 동쪽’, 즉 예전처럼 에덴 동산

한 가운데가 아닌, 곧 전에 사랑이

다스렸던 지적 마인드 근처, ‘놋 땅

에 거주하더니’, 즉 진리와 선의 바

깥쪽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

나서’는 신앙이 사랑의

신앙의 선과 분리되었음을, ‘놋 땅

에 거주하더니’는 진리와 선의 바깥

쪽을, ‘에덴 동쪽’은 지적 마인드 근

처, 전에 사랑이 다스렸던 곳을 의

미합니다. By the words “Cain we

nt out from the faces of J ehova

h” is signified that faith was separ

ated from the good of the faith of

love; “he dwelt in the land of N

od” signifies outside of truth and

good; “toward the east of Eden”

is near the intellectual mind, wher

e love reigned before.

‘여호와 앞을 떠나는

것’이 사랑의 신앙의 선

과 분리되는 걸 의미한다는 건 14절

설명(AC.387)을 보면 됩니다. ‘놋 땅

397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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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거주하는 것’이 진리와 선의 바

깥쪽을 의미한다는 건 ‘놋’이라는 말

의 의미를 보면 분명한데, 이 ‘놋’은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

며,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된다는

건 진리와 선을 다 빼앗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다룬 내용입니

다. That to “go out from the fac

es of J ehovah” signifies to be se

parated from the good of the faith

of love may be seen in the explic

ation of verse 14; that to “dwell i

n the land of Nod” signifies outs

ide of truth and good is evident f

rom the signification of the word

“Nod,” which is to be a wanderer

and a fugitive; and that to be “a

wanderer and a fugitive” is to b

e deprived of truth and good, ma

y be seen above.

※ ‘사랑의 신앙의 선’(the good of

the faith of love)이라는 표현이 계

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종의 직역

수준의 번역이어서 좀 얼른 와닿지

가 않지 싶은데... 제가 이해하는 바

로는, ‘사랑하기 때문에 신앙하며,

그런 신앙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에덴 동쪽’은 지적 마인드 근처, 전

에 사랑이 다스렸던 곳이며, 또 래

셔널 마인드 근처, 전에 체어리티가

다스렸던 곳이라는 것은 ‘에덴 동

쪽’의 의미, 곧 ‘동쪽’은 주님을, ‘에

덴’은 사랑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말

씀드린 내용들을 보면 분명합니다.

That “toward the east of Eden”

signifies near the intellectual min

d, where love had previously reig

ned, and also near the rational mi

nd, where charity had previously r

eigned, is evident from what has

been said of the signification of “t

he east of Eden,” namely, that “t

he east” is the Lord, and “Eden”

love.

※ 내적 세계인 영계에서는 마인드,

사랑, 체어리티 같은 추상적 개념들

이 마치 우리가 이 지상에서 자연계

를 두 눈으로 생생하게 보듯 볼 수

있나 봅니다. 저렇게 무슨 근처, 뭐

했던 곳이라는 표현들을 쓰는 걸 보

면 말입니다.

의지와 이해로 구성되는 마인드가,

태고교회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나였

습니다. 의지가 모든 것의 전부였고,

이해는 의지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With the men of the most ancient

church, the mind, consisting of the

will and the understanding, was o

ne; for the will was the all in 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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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 that the understanding was of t

he will.

이것은 그들이 의지에 속한 사랑과

이해에 속한 신앙 사이에 아무런 구

분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사

랑은 모든 것의 전부였고, 신앙은

사랑에 속했기 때문입니다. This wa

s because they made no distinctio

n between love, which is of the wi

ll, and faith, which is of the under

standing, because love was the all

in all, and faith was of love.

그러나 ‘가인’이라 하는 사람들의 경

우처럼 신앙이 사랑에서 분리된 후,

의지는 더 이상 다스릴 수 없게 되

었고, 그런 마인드에서는 반대로 의

지 대신 이해가, 사랑 대신 신앙이

다스렸기 때문에, 그는 ‘에덴 동쪽

에 거주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방

금 보신 것처럼, 인류의 유익을 위

해 보전될 수 있도록 신앙을 구별하

신 것입니다. ‘가인에게 표를 주신’

것입니다. But after faith was sepa

rated from love, as was the case

with those who were called “Cai

n,” no will reigned any longer, an

d as in that mind the understandi

ng reigned instead of the will, or

faith instead of love, it is said tha

t he “dwelt toward the east of

Eden”; for as was just now obser

ved, faith was distinguished, or “h

ad a mark set upon it,” that it

might be preserved for the use of

mankind.

17절,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

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

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

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Ver

se 17, And Cain knew his wife,

and she conceived and bare En

och; and he was building a cit

y, and called the name of the c

ity after the name of his son, E

noch.

※ 17절 속뜻

가인이라는 이단에서 또다른 이단인

에녹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의 모든

가르침과 교리가 마치 성과 같아 그

전부를 에녹이라는 이름으로 불렀습

니다.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

지라’는 말씀은 이런 스키즘(schis

m)이나 이단이 또 다른 걸 낳고, 그

이름을 ‘에녹’(Enoch)이라 했다는

399



창4:17, AC.399-403
‘아내와 동침하매’

91/161

뜻입니다. The words “Cain knew

his wife, and she conceived and

bare Enoch” signify that this schi

sm or heresy produced another fr

om itself that was called “Enoch.”

‘성을 쌓고’는 거기서 나오는 모든

교리적이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의미

하며, 스키즘이나 이단을 ‘에녹’이라

하였으므로, 이런 가르침을 ‘에녹’이

라는 이름으로, 즉 ‘그의 아들의 이

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한 것입니다. By “the city

which he built” is signified all th

at was doctrinal and heretical ther

efrom, and because the schism or

heresy was called “Enoch,” it is s

aid that “the name of the city w

as called after the name of his

son, Enoch.”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

지라’가 이런 스키즘이나 이단이 또

다른 걸 낳았음을 의미한다라는 것

은 앞서 언급되어 온 것들로부터,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절에 서술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가인을

낳았다’로부터도 분명하며, 그래서

이제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임신 및

해산과 유사한데요, 그게 교회에 속

한 것이든 이단에 속한 것이든 말입

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계보를

형성했기 때문인데요, 서로 유사하

게 연관되기 때문입니다. That “Cai

n knew his wife, and she concei

ved, and bare Enoch” signifies t

hat this schism or heresy produce

d another from itself, is evident fr

om what has been previously said,

as well as from what is stated in

the first verse, that the man and

Eve his wife produced Cain; so th

at the things which now follow are

similar conceptions and births, wh

ether of the church, or of heresie

s, whereof they formed a genealog

y, for these are similarly related t

o each other.

하나의 이단이 태동하는 곳에는 한

무리의 이단이 생겨납니다. From o

ne heresy that is conceived there

are born a host of them.

이것이 ‘에녹’이라는 이

름을 가졌던, 모든 교리

적 혹은 이단적 가르침을 가진 일종

의 이단이었다는 건 이 이름을 보면

어느 정도 분명한데요, 이 이름의

의미가 그 가르침이 그렇게 시작되

었다 혹은 개시되었다이기 때문입니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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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hat it was a heresy with all i

ts doctrinal or heretical teaching t

hat was called “Enoch” is in som

e measure evident from this nam

e, which means the instruction so

begun or initiated.

‘성을 쌓고’가 그 이단에

서 나오는 모든 교리적

이고 이단적인 가르침을 의미한다는

건 말씀에서 성(城, a city) 이름이

나오는 모든 구절을 보면 분명한데

요, 그 구절들 중 단 한 곳도 성을

의미하는 건 고사하고, 항상 무슨

교리나 아니면 이단적인 걸 의미하

기 때문입니다. That by the “city t

hat was built” is signified all the

doctrinal and heretical teaching th

at came from that heresy, is evide

nt from every passage of the Wor

d in which the name of a city occ

urs; for in none of them does it e

ver mean a city, but always somet

hing doctrinal or else heretical.

천사들은 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그

리고 어떤 성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모릅니다. 앞서 말씀

드린 대로 천사들은 그 생각이 영

적, 천적이어서, 성이라는 것에 관한

어떤 생각조차 갖고 있지도, 가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The angels

are altogether ignorant of what a

city is, and of the name of any cit

y; since they neither have nor can

have any idea of a city, in conseq

uence of their ideas being spiritua

l and celestial, as was shown abov

e.

그들은 그저 성과 그 이름이 의미하

는 것만 지각합니다. They perceive

only what a city and its name sig

nify.

그래서 ‘거룩한 성’조차, ‘거룩한 예

루살렘’이라고도 하는, 이 역시 일

반적으로는 주님의 나라라는, 그리

고 특별히는 그 나라에 사는 한 사

람 한 사람이라는 의미 말고는 전혀

없습니다. Thus by the “holy city,”

which is also called the “holy J er

usalem,” nothing else is meant th

an the kingdom of the Lord in ge

neral, or in each individual in par

ticular in whom is that kingdom.

‘성’과 ‘시온산’ 역시 비슷하게 이해

하시면 됩니다. 후자는 신앙의 천적

인 면을, 전자는 그 영적인 면을 가

리키는 걸로 말이지요. The “city”

and “mountain of Z ion” also are

similarly understood; the latter de

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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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ng the celestial of faith, and th

e former its spiritual.

[2] ‘성읍들’, ‘궁전들’, ‘집들’, ‘성곽

들’, ‘성곽 기초석들’, ‘성벽들’, ‘문

들’, ‘빗장들’ 및 그 가운데 ‘성전,

성소’ 또한 천적, 영적 그 자체를 묘

사합니다. 에스겔 48장에 보면 말입

니다. The celestial and spiritual it

self is also described by “cities,”

“palaces,” “houses,” “walls,” “fo

undations of walls,” “ramparts,”

“gates,” “bars,” and the “templ

e” in the midst; as in Ezekiel 48;

1모든 지파의 이름은 이와 같으니

라 북쪽 끝에서부터 헤들론 길을

거쳐 하맛 어귀를 지나서 다메섹

경계선에 있는 하살에논까지 곧

북쪽으로 하맛 경계선에 미치는

땅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단의 몫

이요 2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

서 서쪽까지는 아셀의 몫이요 3아

셀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

쪽까지는 납달리의 몫이요 4납달리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

지는 므낫세의 몫이요 5므낫세 경

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는 에브라임의 몫이요 6에브라임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

지는 르우벤의 몫이요 7르우벤 경

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

는 유다의 몫이요 8유다 경계선 다

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

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너비는 이

만 오천 척이요 길이는 다른 몫의

동쪽에서 서쪽까지와 같고 성소는

그 중앙에 있을지니 9곧 너희가 여

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

이는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이라 10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북쪽으로 길

이가 이만 오천 척이요 서쪽으로

너비는 만 척이요 동쪽으로 너비

가 만 척이요 남쪽으로 길이가 이

만 오천 척이라 그 중앙에 여호와

의 성소가 있게 하고 11이 땅을 사

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

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1

2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13제사장

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

을 주되 길이는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는 만 척으로 할지니 이 구역

의 길이가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

가 각기 만 척이라 14그들이 그 땅

을 팔지도 못하며 바꾸지도 못하

며 그 땅의 처음 익은 열매를 남

에게 주지도 못하리니 이는 여호

와께 거룩히 구별한 것임이라 15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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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 오천 척 다음으로 너비 오천

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

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

니 16그 크기는 북쪽도 사천오백

척이요 남쪽도 사천오백 척이요

동쪽도 사천오백 척이요 서쪽도

사천오백 척이며 17그 성읍의 들은

북쪽으로 이백오십 척이요 남쪽으

로 이백오십 척이요 동쪽으로 이

백오십 척이요 서쪽으로 이백오십

척이며 18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

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 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 척이요 서쪽

으로 만 척이라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

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

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19이스라

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 그 성읍에

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

니라 20그런즉 예물로 드리는 땅의

합계는 길이도 이만 오천 척이요

너비도 이만 오천 척이라 너희가

거룩히 구별하여 드릴 땅은 성읍

의 기지와 합하여 네모반듯할 것

이니라 21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성

읍의 기지 좌우편에 남은 땅은 군

주에게 돌릴지니 곧 거룩하게 구

별할 땅의 동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이만 오천 척과 서쪽을 향한

그 경계선 앞 이만 오천 척이라

다른 몫들과 연접한 땅이니 이것

을 군주에게 돌릴 것이며 거룩하

게 구별할 땅과 성전의 성소가 그

중앙에 있으리라 22그런즉 군주에

게 돌려 그에게 속할 땅은 레위

사람의 기업 좌우편과 성읍의 기

지 좌우편이며 유다 지경과 베냐

민 지경 사이에 있을지니라 23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

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요 24베냐

민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

쪽까지는 시므온의 몫이요 25시므

온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

쪽까지는 잇사갈의 몫이요 26잇사

갈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

쪽까지는 스불론의 몫이요 27스불

론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

쪽까지는 갓의 몫이며 28갓 경계선

다음으로 남쪽 경계선은 다말에서

부터 므리바가데스 샘에 이르고

애굽 시내를 따라 대해에 이르나

니 29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

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

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

씀이니라 30그 성읍의 출입구는 이

러하니라 북쪽의 너비가 사천오백

척이라 31그 성읍의 문들은 이스라

엘 지파들의 이름을 따를 것인데

북쪽으로 문이 셋이라 하나는 르

우벤 문이요 하나는 유다 문이요

하나는 레위 문이며 32동쪽의 너비

는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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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하나는 요셉 문이요 하나는

베냐민 문이요 하나는 단 문이며 3

3남쪽의 너비는 사천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나는 시므온

문이요 하나는 잇사갈 문이요 하

나는 스불론 문이며 34서쪽도 사천

오백 척이니 또한 문이 셋이라 하

나는 갓 문이요 하나는 아셀 문이

요 하나는 납달리 문이며 35그 사

방의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

와삼마라 하리라 (겔48)

계시록 21장 15절 이하 끝 절까지,

그리고 거기 2절과 10절, ‘거룩한

예루살렘’이라 하는 데 in Revelati

on 21:15 to the end, where it is a

lso called the holy Jerusalem, ver

ses 2, 10;

15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

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

자를 가졌더라 16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만 이천 스다디온이요 길이와 너

비와 높이가 같더라 17그 성곽을

측량하매 백사십사 규빗이니 사람

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18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19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

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

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20다섯

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

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

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

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21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2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

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

라 23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

데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

이라 24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

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

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25낮에 성

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26사람들

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27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

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

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

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계2

1:15-27)

2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

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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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1

0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

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

살렘을 보이니 (계21:2, 10)

그리고 예레미야 31장 38절에서 an

d in Jeremiah 31:38.

보라, 날이 이르리니 이 성은 하나

넬 망대로부터 모퉁이에 이르기까

지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될 것이

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렘31:38)

시편에서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

신 이의 성소’(시46:4)라 부르고 있

습니다. In David it is called “the

city of God, the holy place of t

he tabernacles of the most hig

h;”(Ps. 46:4)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

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시46:4)

에스겔에서, ‘여호와 삼마’(겔48:35)

로, 그리고 이사야에 기록되기를 in

Ezekiel, “the city, J ehovah ther

e ,”(Ezek. 48:35) and of which it is

written in Isaiah:

그 사방의 합계는 만 팔천 척이라

그 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삼마라 하리라 (겔48:35)

10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불쌍히 여겼은

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

이요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

이며 14너를 괴롭히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아오며 너를 멸

시하던 모든 자가 네 발 아래에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

읍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시온이라 하리라 (사60:10, 14) The

sons of the stranger shall build

thy walls, all they that despised

thee shall bow themselves down

at the soles of thy feet, and the

y shall call thee the city of J eh

ovah, the Z ion of the holy one

of I srael. (Isa. 60:10, 14)

스가랴에서 In Zechariah: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

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슥

8:3) J erusalem shall be called t

he city of truth; and the mount

ain of Z ion, the mountain of 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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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ess, (Zech. 8:3)

여기 ‘진리의 성읍’, 혹은 ‘예루살

렘’은 신앙의 영적인 것들을, 그리고

‘성산’(聖山, mountain of holiness),

혹은 ‘만군의 여호와의 산’(of Zion)

은 신앙의 천적인 것들을 의미합니

다. where the “city of truth,” or

“J erusalem,” signifies the spiritu

al things of faith; and the “mount

ain of holiness,” or “of Z ion,” th

e celestial things of faith.

[3] 신앙의 천적, 영적인 것들을 성

읍(a city)을 가지고 표현하는 것처

럼, 유다 및 이스라엘의 성읍들로

상징된 모든 교리적인 것들 또한 그

런데요, 이 성읍들 이름 하나하나가

다 나름의 어떤 교리적 상징들을 갖

고 있지만, 속뜻을 모르고서는 아무

도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As the celestial and spiritual thin

gs of faith are represented by a c

ity, so also are all doctrinal thing

s signified by the cities of Judah

and of Israel, each of which when

named has its own specific signific

ation of something doctrinal, but

what that is no one can know exc

ept from the internal sense.

‘성읍들’(cities)이 교리적인 것들을

말하는 것처럼, 이단들의 경우도 그

런데요, 이 경우, 모든 특정 성읍마

다 그 이름을 따라 무슨 특별한 이

단적인 입장들을 의미합니다. As d

octrinal things are signified by “ci

ties,” so also are heresies, and in

this case every particular city, acc

ording to its name, signifies some

particular heretical opinion.

이제 아래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

이런 사실들을 보여만 드릴 건데요,

즉 일반적으로 ‘성읍’(a city)은 어떤

교리적인 것이거나 아니면 이단적인

걸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At presen

t we shall only show from the foll

owing passages of the Word, that

in general a “city” signifies some

thing doctrinal, or else heretical.

[4] 그래서 이사야를 보면, Thus w

e read in Isaiah:

그 날에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다섯 성읍이 있을 것이

며 그 중 하나를 멸망의 성읍이라

칭하리라 (사19:18) I n that day th

ere shall be five cities in the la

nd of Egypt speaking with the

lip of Canaan, and swearing to

J ehovah Z ebaoth; one shall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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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led the city H eres, (Isa. 19:1

8)

여기서 다루어진 주제는 주님 오실

때, 영적, 천적인 일들에 관한 기억-

지식인데요, where the subject trea

ted of is the memory-knowledge

of spiritual and celestial things at

the time of the Lord’s advent.

※ 이 내용이 주님의 오심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은, 이 이사야 19장 1

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

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라 하

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시, 비전, 곧 환상의 골짜

기를 다룰 때 So again, when treat

ing of the valley of vision, that is,

of fantasy:

소란하며 떠들던 성, 즐거워하던

고을이여 너의 죽임을 당한 자들

은 칼에 죽은 것도 아니요 전쟁에

사망한 것도 아니라 (사22:2) Thou

art full of tumults, a tumultuou

s city, an exulting city. (Isa. 22:

2)

예레미야에서는, ‘남쪽에’ 있는, 곧

진리의 빛 가운데 있으나 그 빛을

소멸하는 사람들에 관해 말씀하시면

서 In Jeremiah, speaking of those

who are “in the south,” that is, i

n the light of truth, and who extin

guish it:

네겝의 성읍들이 봉쇄되어 열 자

가 없고 유다가 다 잡혀가되 온전

히 잡혀가도다 (렘13:19) The citie

s of the south have been shut u

p, and none shall open them. (J

er. 13:19)

8여호와께서 딸 시온의 성벽을 헐

기로 결심하시고 줄을 띠고 무너

뜨리는 일에서 손을 거두지 아니

하사 성벽과 성곽으로 통곡하게

하셨으매 그들이 함께 쇠하였도다
9성문이 땅에 묻히며 빗장이 부서

져 파괴되고 왕과 지도자들이 율

법 없는 이방인들 가운데에 있으

며 그 성의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묵시를 받지 못하는도다 (애2:8-9)

J ehovah hath purposed to destr

oy the wall of the daughter of

Z ion; therefore he maketh the r

ampart and the wall to lament;

they languished together. H er

gates are sunk into the groun

d; he hath destroyed and broke

n her bars, (Lam. 2:8–9)

여기서는 누가 보더라도 ‘성벽’,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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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 ‘성문’, ‘빗장’이 교리적인 의미

밖에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where

anyone may see that by a “wall,”

a “rampart,” “gates,” and “bar

s,” doctrinal things only are mean

t.

[5] 같은 식으로 이사야에 In like

manner in Isaiah:

1그 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

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2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

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사2

6:1-2) This song shall be sung i

n the land of J udah, We have a

strong city; salvation will set t

he walls and the bulwark; open

ye the gates, that the righteous

nation which keepeth fidelities

may enter in. (Isa. 26:1–2)

1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

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

로 행하셨음이라 2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

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

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

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3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학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

외하리이다 (사25:1-3) I will exal

t thee, I will confess to thy na

me, for thou hast made of a cit

y a heap, of a defensed city a r

uin; a palace of strangers shall

not be built of the city forever.

Therefore shall the strong peop

le honor thee, the city of the te

rrible nations shall fear thee, (I

sa. 25:1–3)

이들 구절에는 어떤 특정 성읍에 대

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in which

passage there is no reference to a

particular city.

발람의 예언에 In the prophecy of

Balaam:

18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

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

은 용감히 행동하리로다 19주권자

가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을

그 성읍에서 멸절하리로다 하고

(민24:18-19) Edom shall be an i

nheritance, and out of J acob sh

all one have dominion, and shal

l destroy the residue of the 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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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Num. 24:18–19)

여기 나오는 ‘성읍’이 어떤 성을 의

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누가 보아

도 명백합니다. where it must be p

lain to everyone that “city” here

does not mean a city.

이사야에 In Isaiah:

10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

으며 11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

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

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

다 (사24:10-11) The city of empt

iness is broken; every house is

shut, that the cry over wine in

the streets cannot enter, (Isa. 2

4:10–11)

여기 ‘약탈을 당한 성읍’은 텅 빈

교리, 교리의 공허함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여기 ‘거리’는 여기서도 다른

데서처럼 거짓이든 참이든 성읍에

속한 것들을 상징합니다. where the

“city of emptiness” denotes empt

inesses of doctrine; and “streets”

signify here as elsewhere the thin

gs which belong to the city, wheth

er falsities or truths.

계시록에 In John:

17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

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

니 19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

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매 (계16:17, 19) When t

he seventh angel poured out hi

s vial, the great city was divid

ed into three parts, and the cit

ies of the nations fell. (Rev. 16:

17, 19)

‘큰 성’은 어떤 이단적인 것을 가리

키며, ‘만국의 성들’도 마찬가지임은

누가 봐도 분명합니다. That the “g

reat city” denotes something here

tical, and that the “cities of the

nations” do so too, must be evid

ent to everyone.

또 이 큰 성은 요한이 본 여자(계1

7:18)였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It i

s also explained that the great cit

y was the woman that John saw;

(Rev. 17:18)

또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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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8)

그리고 이 여자는 앞서 지금까지 보

여드린 그런 캐릭터의 교회임을 가

리킵니다. and that the woman den

otes a church of that character has

been shown before.

우리는 지금까지 ‘성’(城,

city)이 뭘 상징하는지

보았습니다. We have now seen wh

at a “city” signifies.

하지만 창세기 이 부분들은 모두 일

종의 역사서술식으로 되어 있어서

말씀을 겉 글자의 뜻, 곧 실제 역사,

실제 일어난 일로만 읽으시는 분들

한테는 이 모든 게 틀림없이, 예를

들면, 가인이 성 하나를 건설하였고,

그 이름을 에녹이라 하였다는 식일

것입니다. 그럴 경우, 분명히 그 땅

에는 이미 인구가 많았음을 가정해

야 하는데... 가인이 단지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일 뿐임을 생각하면, 이

많은 사람들은 갑자기 다 어디서 나

타난 걸까요? 또 가인의 아내는 누

가 낳은 딸인가요? 역사서술식 기록

들, 즉 창세기 12장, 아브라함 전까

지 기록들을 실제 일어난 역사로 읽

을 경우는 다 그 안에 이런 문제점

들을 갖고 있습니다. But as all thi

s part of Genesis is put into a his

torical form, to those who are in t

he sense of the letter it must see

m that a city was built by Cain, a

nd was called Enoch, although fro

m the sense of the letter they mu

st also suppose that the land was

already populous, notwithstanding

that Cain was only the firstborn of

Adam; the historical series has thi

s in it.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관찰한 것처

럼, 태곳적 사람들은 모든 걸 이렇

게 일종의 역사적 형태를 띠는 이야

기체, 일종의 스토리텔링식으로 정

리하는 데 아주 익숙했는데요, 이런

일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고차원적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모

든 걸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었기 때문이지요. But as

we observed above, the most anci

ent people were accustomed to ar

range all things in the form of a

history, under representative type

s, and this was to them delightful

in the highest degree, for it made

all things seem to be alive.

18절,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므후야엘을 낳고 므후야엘은 므드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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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엘을 낳고 므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Verse 18, And unto En

och was born I rad; and I rad be

gat Mehujael; and Mehujael be

gat Methusael; and Methusael

begat Lamech.

※ 18절 속뜻

이 여러 이름들은 에녹에 뒤이어 일

어난 이단들의 이름이며, 그저 이름

만 있을 뿐이어서 딱히 드릴 언급은

없습니다.

이 이름들은 모두 ‘가인’

이라 하는 첫 이단에서

유래된 이단들을 말합니다. 이들에

관해서는 이름들밖에는 현존하는 아

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

무슨 언급을 하는 건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All these names signify

heresies derived from the first, wh

ich was called “Cain”; but as ther

e is nothing extant respecting the

m, except the names, it is unnece

ssary to say anything about them.

이 이름들의 기원들을 가지고 뭔가

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이랏’은 ‘성의 후손’이라는

것, 그렇다면 ‘에녹’이라는 이단에서

비롯되었나? 뭐 그런 것입니다. So

mething might be gathered from t

he derivations of the names; for e

xample, “I rad” means that he “de

scends from a city,” thus from t

he heresy called “Enoch,” and so

on.

19절,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

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

의 이름은 씰라였더라 Verse 19,

And Lamech took unto him two

wives; the name of the one was

Adah, and the name of the othe

r Z i llah.

※ 19절 속뜻

교회의 황폐함을 상징하는 라멕, 교

회가 황폐해졌다는 건 주님 신앙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

런데 참 놀랍게도 새 교회는 꼭 이

때 등장합니다. 황폐한 상태에 도달

해야만 교회가 주님을 모독할 수 없

기 때문이며, 그래서 안전할 수 있

기 때문입니다. 두 아내 중 아다는

그때 일어난 새 교회의 천적, 영적

인 것들의 어머니를, 씰라는 자연적

인 것들의 어머니를 말합니다.

가인으로부터 순서상 여섯 번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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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멕’은 황폐함(vastatio

n)을 상징합니다. 더이상

어떤 신앙도 남아 있지 않게 되었을

때의 상태이지요. 그의 ‘두 아내’는

일종의 새로운 교회의 도래를 의미

하는데, ‘아다’는 그 교회의 천적 영

적인 것들의 어머니를, 그리고 ‘씰

라’는 자연적인 것들의 어머니를 의

미합니다. By “Lamech,” who was

the sixth in order from Cain, is si

gnified vastation, in consequence

of there being no longer any faith;

by his “two wives” is signified th

e rise of a new church; by “Ada

h,” the mother of its celestial and

spiritual things; and by “Z i llah,”

the mother of its natural things.

‘라멕’의 의미가 황폐함,

혹은 어떤 신앙도 남아

있지 않음이라는 것이 분명한 것은

이어지는 23, 24절을 보면 알 수 있

는데요, 거기 보면, ‘나의 상처로 말

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

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 ‘사

람’은 신앙, ‘어린아이’ 혹은 ‘소년’

은 체어리티(charity, 이웃 사랑)이

기 때문입니다. That by “Lamech”

is signified vastation, or that ther

e was no faith, is evident from th

e following verses (23–24), in wh

ich it is said that he “slew a ma

n to his wounding, and a little

one to his hurt”; for there, by a

“man” is meant faith, and by a “li

ttle one” or “little child,” .

23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

와 씰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

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

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

아 소년을 죽였도다 24가인을 위하

여는 벌이 칠 배일진대 라멕을 위

하여는 벌이 칠십칠 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창4:23, 24)

보통 한 교회의 상태는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달

라집니다. The state of a church in

general is thus circumstanced.

시간이 흐름에 따라 교회는 참 신앙

으로부터 멀어지다가 결국 신앙이라

는 것이 완전히 사라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데, ‘황폐해졌다’(vastate

d) 하는 것은 바로 그 지경,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In process of tim

e it departs from the true faith un

til at last it comes to be entirely

destitute of faith, when it is said t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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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be “vastated.”

이런 일이 태고교회의 경우는 가인

파(가인派, Cainites)라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또 홍수 후 고대교회의

경우 및 유대 교회의 경우에서도 있

었습니다. This was the case with t

he most ancient church among tho

se who were called Cainites, and

also with the ancient church after

the flood, as well as with the Jewi

sh church.

주의 강림(降臨, the Lord’s advent)

의 때 종말의 상태가 바로 이런 황

폐한 상태였는데요, 그들은 자기들

을 구원하러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

던 주님에 관하여 아무것도 몰랐으

며, 그분을 향한 신앙에 대해서도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At the ti

me of the Lord’s advent this last

was in such a state of vastation th

at they knew nothing about the Lo

rd, that he was to come into the

world for their salvation, and they

knew still less about faith in him.

초대 기독교회, 곧 주님 강림 직후

있었던 교회 역시 그랬으며, 오늘날

(※ 1750년대 즈음 유럽) 교회의 경

우도 그 안에 아무런 신앙이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게

황폐해졌습니다. Such was also the

case with the primitive Christian

church, or that which existed after

the Lord’s advent, and which at th

is day is so completely vastated t

hat there is no faith remaining in

it.

그러나 교회의 얼마간 핵들은 늘 남

아 있는데, 이것은 신앙에 관해 황

폐해진 사람들은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태고교회의 경우가 그랬

는데, 태고교회의 남은 자들은 홍수

때까지 있었고, 홍수 후에도 계속

있었습니다. Yet there always rema

ins some nucleus of a church, whi

ch those who are vastated as to fa

ith do not acknowledge; and thus

it was with the most ancient churc

h, of which a remnant remained u

ntil the time of the flood, and cont

inued after that event.

태고교회 내 이들 남은 자들을 ‘노

아’라 하는 것입니다. This remnant

of the church is called “Noah.”

하나의 교회가 더이상

그 어떤 신앙도 남아 있

지 않을 정도로 황폐해지면 전과 다

르게 새로움이 시작, 즉 새 빛이 발

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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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發)하는데요, 말씀에서는 이걸 ‘아

침’이라고 합니다. When a church

has been so vastated that there is

no longer any faith, then and not

before, it begins anew, that is, ne

w light shines forth, which in the

Word is called the “morning.”

이 새 빛, 곧 ‘아침’이 왜 교회가 황

폐해질 때까지는 발하지 않는지 하

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동안

신앙과 체어리티의 일들은 모독의

일들과 뒤엉킨 상태로 지내왔는데

요, 계속 이런 상태에 있는 한, 무슨

빛이나 체어리티의 일이 시작되기란

불가능합니다. ‘잡초들’이 모든 ‘좋

은 씨’를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The

reason why the new light or “mor

ning” does not shine forth until th

e church is vastated, is that the t

hings of faith and of charity have

been commingled with things prof

ane; and so long as they remain i

n this state it is impossible for an

ything of light or charity to be ins

inuated, since the “tares” destroy

all the “good seed.”

※ 주님의 비유 한 말씀이 생각납니

다.

24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25사

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26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27집 주인의 종

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

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28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

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

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

나이까 29주인이 이르되 가만 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30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

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마13:24-30)

그러나 신앙이라는 게 전혀 없으면,

신앙은 더이상 모독(冒瀆, profaned)

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들에

게 선포된 걸 더이상 믿지 않기 때

문이며, 시인도 안 하고 믿지도 않

는, 대신 알기만 하는 사람들은 위

에서 관찰한 것처럼, 모독이라는 걸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But whe

n there is no faith, faith can no lo

nger be profaned, because men no

longer believe what is declared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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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o them; and those who do not a

cknowledge and believe, but only

know, cannot profane, as was obse

rved above.

이 경우가 바로 오늘날 유대인들의

경우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

들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

스도인들이 시인하는 주님이 자기들

이 그토록 자원하여 기다려 왔고,

지금도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이 사실을 시인하지도, 믿지도 않습

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사실을 모

독할 수 없습니다. This is the case

with the Jews at the present day,

who in consequence of living amo

ng Christians must be aware that

the Lord is acknowledged by Chri

stians to be the messiah whom th

ey themselves have expected, and

still continue to expect, but yet th

ey cannot profane this because the

y do not acknowledge and believe

it.

※ 이런 유대인들의 특성은 저들의

이런 성정을 잘 아시는 주님의, 저

들을 향하신 배려라고 합니다. 저들

은 조상들로부터 유전한 그 특성

상, 만일 주님을 시인하고, 믿게 되

면 반드시 돌이켜 부인, 결국 주님

을 모독하게 되고, 그 결과, 그 영이

더럽혀질 것을 아셨기 때문에 말입

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하여 들은 모하메

드인들과 이방인들의 경우도 마찬가

지입니다. And it is the same with

the Mohammedans and gentiles w

ho have heard about the Lord.

이것이 바로 유대 교회가 아무것도

시인도, 믿음도 없을 때까지는 주님

이 세상에 오실 수 없으셨던 이유였

습니다. It was for this reason that

the Lord did not come into the w

orld until the Jewish church ackno

wledged and believed nothing.

세월이 흐르며 황폐해진

‘가인’이라 하는 이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들은

사랑을 시인해 놓고는 사랑 아닌 신

앙을 머리 삼으며, 사랑보다 앞세웠

습니다. 이 이단에서 유래한 후대의

이단들은 점점 더 곁길로 빠지더니

순서상 여섯 번째인 라멕에 이르러

서는 아예 신앙조차 부인했습니다.

The case was the same with the h

eresy called “Cain,” which in proc

ess of time was vastated, for altho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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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gh it acknowledged love, yet it

made faith the chief and set it bef

ore love, and the heresies derived

from this one gradually wandered

from it, and Lamech, who was the

sixth in order, altogether denied e

ven faith.

상황이 이 지경이 되자 새 빛, 곧

아침이 빛을 발하며, 여기 ‘아다와

씰라’라는 이름을 가진, ‘라멕의 아

내들’이라는 새 교회가 만들어졌습

니다. When this time arrived, a n

ew light, or morning, shone forth,

and a new church was made which

is here named “Adah and Z i lla

h,” who are called the “wives of

Lamech.”

그들을 일컬어 라멕의 아내들이라

하고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교회는

아무 신앙도 갖고 있지 않았는데도

말입니다. 마치 유대인들의 내적(內

的, the internal), 외적(外的, the ex

ternal) 교회와 같은 경우인데요, 마

찬가지로 신앙이라는 게 전혀 없었

던 이들 유대인들의 두 교회를, 말

씀에 보면 ‘아내들’, 곧 야곱의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이라 하고 있으며,

거기서 레아는 외적 교회, 라헬은

내적 교회를 말합니다. They are ca

lled the wives of Lamech, although

he possessed no faith, just as the

internal and external church of the

Jews, who also had no faith, are a

lso in the Word called “wives,” b

eing represented by Leah and Ra

chel, the two wives of Jacob—Lea

h representing the external church

and Rachel the internal.

이들 교회들은 겉으로는 둘로 보이

지만 사실은 하나입니다. 내적인 것

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외적인 것,

곧 표상적인 것(表象, the represent

ative)은 단지 무슨 우상을 숭배하

는 것, 곧 죽은 것인 반면, 외적인

것과 함께하는 내적인 것은 하나의

교회, 여기 아다와 씰라가 그런 것

처럼 심지어 하나 된, 같은 교회를

형성하기 때문입니다. These church

es, although they appear like two,

are yet only one; for the external

or representative, separate from t

he internal, is but as something i

dolatrous, or dead, whereas the in

ternal together with the external c

onstitute a church, and even one

and the same church, as Adah and

Z illah do here.

하지만 야곱과 그의 후손은 라멕처

럼 신앙이라는 게 전혀 없었기 때문

에, 교회는 그들 가운데 남아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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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없어 대신 이방인들에게로 옮

겨졌습니다. 이들 이방인들은 부정

(不貞, infidelity) 대신 무지(無知, ig

norance) 가운데 살았지요. As how

ever Jacob and his posterity, like

Lamech, had no faith, the church c

ould not remain with them, but w

as transferred to the gentiles, who

lived not in infidelity but in ignor

ance.

교회가 황폐해졌을 때, 그 가운데

진리를 가진 사람들이 남아 있을 경

우는,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극히 드

물며, 교회는 그 경우, 진리에 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이동

하는데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저

사람들보다 더 쉽게 신앙을 받아들

이기 때문입니다. The church rarel

y, if ever, remains with those who

when vastated have truths among

them [apud se] but is transferred

to those who know nothing at all

of truths, for these embrace the fa

ith much more easily than the for

mer.

※ 이 말씀이 정말 맞다싶은 건, 제

가 이 아케이나를 삼 년여 약 백여

분, 정말 진국 중에 진국이라 여겨

지는 분들임에도 불구, 그 중에서

요만큼의 희망을 볼 수 있는 분은

아주아주 범위를 넓혀, 그러니까 저

를 무슨 의혹을 품고 대하지만 않는

분들로 넓혀도 대략 다섯 분을 넘지

않는 현실을 생각하면 말입니다. 정

말이지... 늘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소위 생고구마들을 데리고 새로 시

작해야 하나 하고 있었는데 여기 이

런 말씀이 나오는군요... ^^

황폐함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알고 있

으면서 알기를 원치 않거나, 보고

있으면서 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입니다. 옛 유대인들과 오늘날 기독

교인들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는, 무

지의 결과, 뭘 알지도 못하고, 볼 줄

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고대와 현

대의 이방인들처럼 말입니다. Vasta

tion is of two kinds; first, of those

who know and do not wish to kno

w, or who see and do not desire

to see, like the Jews of old, and t

he Christians of the present day;

and secondly, of those who, in con

sequence of their ignorance, neith

er know nor see anything, like bo

th the ancient and modern gentile

s.

알면서도 아는 걸 원치 않는, 즉 보

면서도 보는 걸 원치 않는 사람들에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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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황폐함의 마지막 때가 이르면 이

때 하나의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는

데요, 이들이 아니고, 이들이 이방인

이라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일어납

니다. When the last time of vastat

ion comes upon those who know a

nd do not desire to know, that is,

who see and do not desire to see,

then a church arises anew, not am

ong them, but with those whom th

ey call gentiles.

이런 일이 홍수 전 태고교회에 일어

났고, 또 홍수 후 고대교회와, 그리

고 유대교회에도 일어났습니다. Thi

s occurred with the most ancient

church that was before the flood,

with the ancient church that was a

fter that event, and also with the

Jewish church.

새 빛이 그때 빛을 발하고, 그전에

는 아닌 이유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 그들은 계시된 것들을

더이상 모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것들이 진리임을 시인하지

도 않고 믿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T

he reason why new light shines fo

rth then and not before is, as has

been said, that then they can no l

onger profane the things revealed,

because they do not acknowledge

and believe that they are true.

※ 그렇다고 주님의 진리를 시인하

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이 잘 하

는 것, 좋은 것이라는 말이 아닙니

다. 단지 비유하자면... 안 믿는데 정

직하고 양심적인 사람과, 믿는다고

하면서 속이고, 비양심적인 사람과...

이 둘 중 전자는 그 영이 깨끗한 반

면, 후자는 자기 영에 죄를 짓는 사

람, 자기 영을 더럽게 하는 사람이

라는 것입니다. 사후 운명은 이 영

의 어떠함으로 결정되는데... 이럴

경우, 이 후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

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주님은

‘신성모독’을 금하신 것입니다. 신성

모독으로 사람의 영은 망가지기 때

문인데, 신성모독의 사람은 주님도

수습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새 교회가 일어날 수 있

으려면 반드시 그전에

먼저 황폐함이라는 마지막 때가 있

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은 예언서에

서 자주 선언하시는데요, 신앙의 천

적인 것들과 관련해서는 ‘황폐함’(va

station), 혹은 ‘황폐하게 함’으로,

그리고 신앙의 영적인 것들과 관련

해서는 ‘황무함’(desolation)으로 부

르고 계십니다. That the last time

of vastation must exist before a n

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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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w church can arise, is frequently

declared by the Lord in the proph

ets, and is there called “vastatio

n” or “laying waste,” in referenc

e to the celestial things of faith; a

nd “desolation,” in relation to th

e spiritual things of faith.

또는 ‘종말’(consummation), ‘끊음’(c

utting off)으로도 말씀하십니다. (※

다음 본문들 참조 : 사6:9, 11-12, 2

3:8-끝절, 24장, 42:15-18, 렘25, 단8,

9:24-끝절, 습1, 신32, 계15, 16 및

이어지는 장들) It is also spoken o

f as “consummation” and “cuttin

g off.” (See Isa. 6:9, 11–12; 23:8

to the end; 24; 42:15–18; Jer. 25;

Dan. 8; 9:24 to the end; Zeph. 1;

Deut. 32; Rev. 15; 16; and followi

ng chapters.)

20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

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Verse 20, An

d Adah bare J abal; he was the

father of the dweller in tents, a

nd of cattle .

※ 20절 속뜻

새 교회 신앙의 천적(天的, the cele

stial), 영적인 것들의 어머니 역할을

맡게 된 아다 신앙으로부터 야발이

라는, 사랑의 거룩한 것들에 관한

교리와 그 교리로 말미암는 천적 선

들이 일어났습니다.

‘아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천적(天

的, the celestial), 영적인 것들의 어

머니를,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cattle)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는 사랑의 거룩한 것들에 관

한 교리와 그 교리로 말미암는 천적

선들을 말합니다. By “Adah” is si

gnified, as before, the mother of t

he celestial and spiritual things of

faith; by “J abal, the father of th

e dweller in tents, and of cattl

e ,” is signified doctrine concernin

g the holy things of love, and the

goods thence derived, which are c

elestial.

‘아다’가 신앙의 천적인

것들의 어머니라는 것은

그녀의 첫아들 야발을 ‘장막에 거주

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

하는 걸 보면 분명한데요, 여기 가

축은 천적이며, 그 이유는 그것들은

사랑의 거룩한 것들과 거기서 나오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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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선들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Th

at by “Adah” is signified the mot

her of the celestial things of faith,

is evident from her firstborn Jabal

being called the “father of the d

weller in tents, and of cattle ,”

which are celestial because they si

gnify the holy things of love and t

he goods thence derived.

‘장막에 거주하는 것’이

사랑의 거룩한 걸 상징

한다는 건 말씀에서 ‘장막’(tents)의

상징을 보면 분명합니다. That to

“dwell in tents” signifies what is

holy of love, is evident from the s

ignification of “tents” in the Wor

d.

시편에 보면 As in David:

1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

구오니이까 2정직하게 행하며 공의

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시15:1-2) J ehovah, who

shall abide in thy tent? Who sh

all dwell in the mountain of thy

holiness? H e that walketh upri

ght, and worketh righteousness,

and speaketh the truth in his h

eart, (Ps. 15:1–2)

이 말씀에서 ‘장막에 거주하는 것’,

혹은 ‘성산에 사는 것’을 사랑의 거

룩한 것들, 즉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in which passage, what i

t is to “dwell in the tent” or “in

the mountain of holiness” is des

cribed by holy things of love, nam

ely, the walking uprightly, and wo

rking righteousness.

계속해서 Again: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

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

을 베푸셨도다 (시19:4) Their line

is gone out through all the eart

h, and their discourse to the en

d of the world. I n them hath he

set a tent for the sun, (Ps. 19:

4)

여기 ‘해’는 사랑을 가리킵니다. whe

re the “sun” denotes love.

다시 Again: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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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61:4) I will abide in thy te

nt to eternities, I will trust in

the covert of thy wings, (Ps. 61:

4)

여기 ‘장막’은 천적인 것을, ‘날개

아래’는 거기서 나오는 영적인 것을

가리킵니다. where the “tent” deno

tes what is celestial, and the “cov

ert of wings” what is spiritual th

ence derived.

이사야입니다. In Isaiah: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

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사16:5) By mercy the throne ha

s been made firm, and one hath

sat upon it in truth, in the tent

of David, judging and seeking

judgment, and hasting righteou

sness, (Isa. 16:5)

여기 또한 ‘장막’은 사랑의 거룩한

것을 가리킵니다. ‘정의로 판결함’,

‘공의를 신속히 행함’이라는 표현을

보면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

다. where also the “tent” denotes

what is holy of love, as may be se

en by the mention of “judging ju

dgment,” and “hasting righteous

ness.”

다시 Again:

우리 절기의 시온 성을 보라 네

눈이 안정된 처소인 예루살렘을

보리니 그것은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

지 아니할 것이요 (사33:20) Look

upon Z ion, the city of our appo

inted feast; thine eyes shall see

J erusalem a quiet habitation, a

tent that shall not be moved aw

ay, (Isa. 33:20)

하늘의 예루살렘을 말씀하시면서 sp

eaking of the heavenly Jerusalem.

[2] 예레미야입니다. In Jeremiah: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

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

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에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렘30:18)

Thus said J ehovah, Behold, I b

ring again the captivity of J aco

b’s tents, and will have mercy

on his dwelling places, and the

city shall be builded upon her

own heap; (Jer. 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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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막의 포로’는 천적인 것, 즉 사랑

의 거룩한 것들의 황폐함을 상징합

니다. the “captivity of tents” sig

nifies the vastation of what is cele

stial, or of the holy things of love.

아모스입니다. In Amos:

그 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

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

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

적과 같이 세우고 (암9:11) I n that

day will I raise up the taberna

cle of David which is fallen; an

d will fence up the breaches th

ereof, and I will raise up its ru

ins, and I will build it as in th

e days of eternity, (Amos 9:11)

여기 ‘장막’(tabernacle)은 마찬가지

로 천적인 것과 그것의 거룩한 것들

을 가리킵니다. where the “taberna

cle” in like manner denotes what

is celestial and the holy things the

reof.

예레미야입니다. In Jeremiah:

패망에 패망이 연속하여 온 땅이

탈취를 당하니 나의 장막과 휘장

은 갑자기 파멸되도다 (렘4:20) Th

e whole land is laid waste, sud

denly are my tents laid waste,

and my curtains in a moment.

(Jer. 4:20)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

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

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

시 없도다 (렘10:20) My tent is l

aid waste, and all my cords are

plucked out, my sons are gone

forth from me, and they are no

t; there is none to stretch my t

ent anymore, and to set up my

curtains, (Jer. 10:20)

여기 ‘장막’은 천적인 것들을, 그리

고 ‘휘장’과 ‘줄’은 거기서 나오는 영

적인 것들을 상징합니다. where the

“tent” signifies celestial things, an

d “curtains” and “cords” spiritual

things thence derived.

다시 Again: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 떼를 빼

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

를 빼앗아다가 소유로 삼고 (렘49:

29) Their tents and their flocks

shall they take; they shall carry

off for themselves their curtain

s, and all their vessels,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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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camels, (Jer. 49:29)

게달(아라비아)과 동방 자손들에 관

한 말씀인데, 이들을 통해 천적인

것, 즉 거룩한 것을 소유한 사람들

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speaking of

Arabia and the sons of the east, b

y whom are represented those wh

o possess what is celestial or hol

y.

다시 Again:

딸 시온의 장막에 그의 노를 불처

럼 쏟으셨도다 (애2:4) I nto the te

nt of the daughter of Z ion the

Lord hath poured out his wrath

like fire , (Lam. 2:4)

신앙의 천적인 것, 곧 거룩한 것들

의 황폐함에 관한 말씀입니다. spea

king of the vastation of the celesti

al or holy things of faith.

[3] 말씀에서 이 ‘장막’이라는 용어

를 채택, 천적인 것과 사랑의 거룩

한 것들을 표현하는 이유는, 고대에

는 예배의 거룩한 의식들을 그들의

장막에서 행했기 때문입니다. The r

eason why the term “tent” is emp

loyed in the Word to represent th

e celestial and holy things of love

is that in ancient times they perfo

rmed the holy rites of worship in

their tents.

그러나 그들이 신성모독의 예배를

장막에서 드림으로써 장막을 모독하

기 시작하더니 성막이 세워졌고, 나

중에는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이런

이유로, 장막은 먼저 성막이, 그 다

음엔 성전이 가리키는 모든 것을 표

현하게 되었습니다. But when they

began to profane the tents by prof

ane kinds of worship, the tabernac

le was built, and afterwards the te

mple, and therefore tents represen

ted all that was subsequently deno

ted first by the tabernacle, and aft

erwards by the temple.

같은 이유로, 거룩한 사람을 가리켜

주님의 ‘장막’, ‘성막’, 그리고 ‘성전’

이라 합니다. For the same reason

a holy man is called a “tent,” a

“tabernacle ,” and a “temple” of t

he Lord.

‘장막’, ‘성막’, 그리고 ‘성전’이 같은

걸 상징한다는 것은, 시편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That a “tent,” a

“tabernacle ,” and a “temple” hav

e the same signification, is eviden

t in Dav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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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

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

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

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5여호와

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6이제 내 머

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

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27:4-6)

One thing have I asked of J eho

vah, that will I seek after, that

I may remain in the house of J

ehovah all the days of my life ,

to behold J ehovah in sweetnes

s, and to visit early in his tem

ple; for in the day of evil he sh

all hide me in his tabernacle; i

n the secret of his tent shall he

hide me; he shall set me up up

on a rock. And now shall my h

ead be lifted up against mine e

nemies round about me, and I

will offer in his tent sacrifices

of shouting. (Ps. 27:4–6)

[4] 가장 높은 뜻으로는, 주님은 그

의 인성(人性, human essence)과 관

련하여 ‘장막’, ‘성막’, 그리고 ‘성전’

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천인(天人, c

elestial man)을 그렇게 부르며, 모

든 천적이며 거룩한 것들 또한 그렇

게 부르는 것입니다. In the suprem

e sense, the Lord as to his human

essence is the “tent,” the “tabern

acle ,” and the “temple”; hence e

very celestial man is so called, an

d also everything celestial and hol

y.

주님 보시기에 자기 뒤에 일어난 교

회들보다 더욱 사랑스러웠던 태고교

회, 그 당시 혼자, 곧 가족 단위로

살면서 자기들의 장막에서 참으로

거룩한 예배를 드렸던 태고교회, 이

런 이유로, 장막은 성전, 나중에 신

성모독된 성전보다 훨씬 더 거룩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Now as the

most ancient church was better be

loved of the Lord than the church

es that followed it, and as men at

that time lived alone, that is, in t

heir own families, and celebrated

so holy a worship in their tents, t

herefore tents were accounted mo

re holy than the temple, which wa

s profaned.

이 모든 것을 기념하고자 초막절(th

e feast of tabernacles)이 제정되었

습니다. 토지 소산을 거둘 때에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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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그 절기 동안 태곳적 사람들처

럼 장막에서 지냈습니다. (레23:39-4

4; 신16:13; 호12:9) In remembranc

e thereof the feast of tabernacles

was instituted, when they gathere

d in the produce of the earth, dur

ing which, like the most ancient p

eople, they dwelt in tents. (Lev. 2

3:39–44; Deut. 16:13; Hosea 12:

9)

39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

거든 일곱째 달 열닷샛날부터 이

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40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와 시내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

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41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

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42너

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43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44모

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레23:39-44)

너희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

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신16:13)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

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호1

2:9)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이 사랑의 거룩한 것들

에서 나오는 선을 상징한다는 건 위

본 장 2절에서 보여드린, ‘양 치는

자’가 체어리티(charity)의 선을 상

징한다는 걸 보면 분명합니다. That

by the “father of cattle” is signifi

ed the good that is derived from

the holy things of love, is evident

from what was shown above, at ve

rse 2 of this chapter, where it wa

s shown that a “shepherd of the

flock” signifies the good of charit

y.

그런데 여기 보면, ‘양 치는 자’ 대

신 ‘조상’을, ‘양 떼’ 대신 ‘가축’이라

는 용어를 쓰고 있으며, 야발을 가

415



창4:20, AC.412-416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117/161

리켜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라

할 때 사용된 단어 ‘가축’이 ‘장막’

바로 뒤에 나옵니다. 이걸로 분명한

것은, 이것은 사랑의 거룩, 즉 거룩

한 사랑에서 나오는 선을 상징한다

는 것과, 가축의 주거지나 우리(fol

d), 즉 장막과 가축의 우리에 거주

하는 자들의 조상이라는 의미가 있

다는 것입니다. Here however the

term “father” is employed instead

of “shepherd,” and “cattle” instea

d of “flock”; and the word “cattl

e ,” of which Jabal is said to be th

e “father,” follows immediately aft

er “tent,” whence it is evident th

at it signifies the good that comes

from the holy of love, and that the

re is meant a habitation or fold fo

r cattle, or the father of them that

dwell in tents and in folds for catt

le.

그리고 이런 표현들이 사랑의 천적

인 것들로 말미암는 선들을 상징한

다는 건 말씀에 나오는 다양한 본문

들을 보면 분명합니다. And that th

ese expressions signify goods fro

m the celestial things of love, is e

vident from various passages in t

he Word.

예레미야입니다. As in Jeremiah:

내가 내 양 떼의 남은 것을 그 몰

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

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렘23:3)

I will gather the remnants of m

y flock out of all lands whither

I have scattered them, and I wi

ll bring them again to their fol

ds, that they may be fruitful an

d multiply. (Jer. 23:3)

에스겔입니다. In Ezekiel: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

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

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겔34:14) I will feed th

em in a good pasture, and upo

n the mountains of the height o

f I srael shall their fold be; ther

e shall they lie down in a good

fold, and in a fat pasture shall

they feed upon the mountains o

f I srael, (Ezek. 34:14)

여기 ‘우리’와 ‘꼴’은 ‘살지다’로 서

술된 사랑의 선들을 가리킵니다. wh

ere “folds” and “pastures” denot

e the goods of love, of which “fat

ness” is pred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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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야입니다. In Isaiah: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

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

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

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

장에서 먹을 것이요 (사30:23) H e

shall give the rain of thy seed

wherewith thou shalt sow the g

round; and bread of the increas

e of the ground shall be fat and

full of oil; in that day shall he f

eed thy cattle in a broad mead

ow, (Isa. 30:23)

여기 ‘먹을 것’은 천적인 것을, 가축

이 그 가운데서 먹게 될 ‘풍성함’은

천적인 것에서 나오는 선들을 상징

합니다. where by “bread” is signif

ied what is celestial, and by the

“fat” whereon the cattle should fee

d, the goods thence derived.

예레미야입니다. In Jeremiah:

11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12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

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

라 그 심령은 물 댄 동산 같겠고

(렘31:11-12) J ehovah hath redee

med J acob, and they shall com

e and sing in the height of Z io

n, and shall flow together to th

e good of J ehovah, for the whe

at, and for the new wine, and f

or the oil, and for the sons of t

he flock, and of the herd; and t

heir soul shall be as a watered

garden, (Jer. 31:11–12)

여기 여호와의 거룩하심이 ‘곡식’과

‘기름’으로,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선들이 ‘새 포도주’와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 곧 ‘가축’으로 묘사

되고 있습니다. where the holy of J

ehovah is described by “wheat” a

nd “oil,” and the goods derived fr

om it by “new wine” and the “so

ns of the flock and of the herd,”

or of “cattle .”

다시 Again:

목자들이 그 양 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렘6:3) The

shepherds and the flocks of thei

r cattle shall come unto the da

ughter of Z ion; they shall pitch

their tents toward her round ab

out; they shall feed everyone hi

s own space. (Jer.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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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온의 딸’은 ‘장막’과 ‘양 떼’로 서

술된 천적 교회를 가리킵니다. The

“daughter of Z ion” denotes the c

elestial church, of which “tents” a

nd “flocks of cattle” are predicat

ed.

사랑의 거룩한 것들과

그로 말미암는 선들을

상징함이 분명한 것은 야발이 ‘장막

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맨 처음

사람이 아니었다는 사실 때문입니

다. 야발과 같이 자기도 ‘양 치는

자’란 말을 들었던 아벨, 하지만 그

는 아담과 하와의 둘째였던 반면,

야발은 가인에서 시작, 일곱 번째였

기 때문입니다. That the holy thing

s of love and the derivative goods

are signified is evident from the f

act that Jabal was not the first of

those who “dwelt in tents and in

folds of cattle ,” for it is said like

wise of Abel, the second son of A

dam and Eve, that he was “a she

pherd of the flock,” and Jabal w

as the seventh in the order of des

cent from Cain.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

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Verse 21,

And his brother’s name was J u

bal; he was the father of everyo

ne that playeth upon the harp a

nd organ.

※ 21절 속뜻

‘아다와 씰라’라는 새 교회의 영적

인 것들의 교리를 ‘그의 아우의 이

름은 유발이니’로, 신앙의 진리들과

선들을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

발이니’는 같은 교회 영

적인 것들의 교리를, ‘수금과 퉁소

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은 신앙의

진리들과 선들을 의미합니다. By “h

is brother’s name was J ubal” is

signified the doctrine of the spirit

ual things of the same church; by

the “father of everyone that pla

yeth upon the harp and organ”

are signified the truths and goods

of faith.

앞 절은 사랑에 속한 천

적인 것들을 다룬 반면,

이번 절은 신앙에 속한 영적인 것들

416

417

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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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걸 ‘수금과

퉁소’로 표현한 것입니다. The form

er verse treated of celestial things

which are of love, but this verse t

reats of spiritual things which are

of faith, and these are expressed

by the “harp and organ.”

하프(※ 본문에서는 ‘수금’으로 번

역)와 그런 종류의 현악기들은 신앙

의 영적인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그

건 여러 가지를 살펴볼 때 분명합니

다. That by stringed instruments,

such as harps and the like, are si

gnified the spiritual things of faith

is evident from many consideratio

ns.

표상교회(表象, the representative

church)의 예배에서는 이런 악기들

과 보컬 말고는 딱히 표현할 수 있

는 게 없었는데요, 이런 이유로, 심

령이 천국의 모든 기쁨으로 즐거울

때, 그걸 보컬로, 그리고 그 옆에서

그 보컬을 받쳐주고, 북돋워 주는

현악기들을 가지고 표현하기 위해

그렇게나 많은 보컬과 악기 연주자

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Similar inst

ruments, and also the singing, in

the worship of the representative

church, represented nothing else,

and it was on this account that th

ere were so many singers and m

usicians, the cause of this represe

ntation being that all heavenly joy

produces gladness of heart, which

was expressed by singing, and in

the next place by stringed instru

ments that emulated and exalted t

he singing.

이 예배를 마음의 모든 애정(affectio

n)을 다해 참여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 이 예배에 보컬과 보컬 관련

된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Every

affection of the heart is attended

with this: that it produces singin

g, and consequently what is conne

cted with singing.

마음의 애정은 천적인 반면, 그로

인한 보컬은 영적입니다. The affect

ion of the heart is celestial, but th

e consequent singing is spiritual.

보컬과 그런 류의 의미가 영적이라

는 게 무엇인가라는 걸 저는 두 종

류의 천사 찬양대, 곧 천적, 영적 찬

양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That singing and that which rese

mbles it denote what is spiritual h

as been evident to me from the a

ngelic choirs, which are of two kin

ds, celestial and spirit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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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적 찬양대는 현악기 소리에 비교

되는, 그들의 활기찬 찬양 톤 [sono

canoro alato] 때문에 천적 찬양대와

쉽게 구별이 되는데요, 주님의 신적

자비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T

he spiritual choirs are easily disti

nguished from the celestial by thei

r vibrant singing tone [sono cano

ro alato] , comparable to the soun

d of stringed instruments, of whic

h, by the Divine mercy of the Lor

d, we shall speak hereafter.

태고인들은 천적인 건 심장 지역,

영적인 건 폐 지역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 결과, 폐와 관련된

것들은 뭐든지, 예를 들면, 보컬 목

소리 및 그와 유사한 것들을 그렇

게, 곧 목소리나 그런 악기들의 소

리를 영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The

most ancient people referred what

was celestial to the province of th

e heart, and what was spiritual to

that of the lungs, and consequentl

y to whatever pertains to the lung

s, as do the singing voice and thi

ngs like it, and therefore the voic

es or sounds of such instruments.

이렇게 말씀드리는 근거는 단지 심

장과 폐가 마치 사랑과 신앙처럼 일

종의 결혼을 표현한다는 사실 뿐 아

니라, 실제로 천적 천사들은 심장

지역에, 영적 천사들은 폐 지역에

속하여 살기 때문입니다. The grou

nd of this was not merely that the

heart and lungs represent a kind

of marriage, like that of love and

faith, but also because the celestia

l angels belong to the province of

the heart, and the spiritual angels

to that of the lungs.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의 의미라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도 또한 알 수 있는데요, 이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리고

유발이 ‘수금과 퉁소’(the harp and

the organ) 연주의 조상이라는 의미

말고는 아무것도 없거나, 이런 아케

이나를 아는 게 아무한테도 쓸데없

는 거라면 그런 건 생명이 결핍된

거여서 주님의 말씀이라 할 수도 없

다는 사실입니다. That such things

are meant in the passage before u

s, may also be known from the fac

t that this is the Word of the Lor

d, and that it would be destitute

of life if nothing more were implie

d than that Jubal was the father of

such as play upon the harp and th

e organ; nor is it of any use to a

nyone to know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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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적인 것들이 사랑의

거룩한 것들과 거기서

나오는 선들인 것처럼, 영적인 것들

은 신앙의 진리들과 선들입니다. 참

이 무엇이며, 선이 무엇인지를 이해

하는 건 신앙에 속한 일이기 때문입

니다. As celestial things are the h

oly things of love and the derivati

ve goods, so spiritual things are t

he truths and goods of faith; for it

belongs to faith to understand not

only what is true, but also what is

good.

이 둘은 둘 다 신앙의 지식들에 포

함됩니다. The knowledges of faith

involve both.

그러나 신앙의 가르침대로 되는 건

천적인 일입니다. But to be such a

s faith teaches is celestial.

신앙에 이 둘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들이 두 개의 악기, ‘수금과 퉁소’

로 상징되는 것입니다. As faith inv

olves both of these, they are signi

fied by two instruments, the harp

and the organ.

다들 아시듯, ‘수금’(harp)은 현악기

이며, 그래서 영적 진리를 의미하는

반면, 현악기와 관악기의 중간인 ‘퉁

소’(organ)는 영적 선을 의미합니다.

The harp, as everyone knows, is

a stringed instrument, and therefo

re signifies spiritual truth; but the

organ, being intermediate between

a stringed instrument and a wind

instrument, signifies spiritual goo

d.

말씀에는 다양한 악기들

이 나오며, 다들 저마다

의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 의미들은

주님의 신적 자비로 그때그때 적절

한 곳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서는 시편 말씀으로만 말씀드립니

다. In the Word mention is made

of various instruments, each havin

g its own signification, as will be

shown, of the Lord’s Divine merc

y, in its proper place; here howev

er we shall adduce only what is s

aid in David: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

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시27:6) I will sacr

ifice in the tent of J ehovah sac

rifices of shouting, I will sing,

yea, I will sing praises unto J e

hovah, (Ps. 27:6)

419

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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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장막’(tent)은 천적인 것을,

‘즐거운’(shouting), ‘노래하며’(singi

ng), 그리고 ‘찬송하리로다’(singing

praises)는 거기에서 나오는 영적인

것을 표현합니다. where by “tent”

is expressed what is celestial, and

by “shouting,” “singing,” and “si

nging praises,” what is spiritual

thence derived.

또 Again:

1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

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2수금으로 여호와께 감

사하고 열 줄 비파로 찬송할지어

다 3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

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4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시33:1-4) Sing unto J ehovah, O

ye righteous, for his praise is

comely for the upright; confess

ye to J ehovah on the harp, sin

g unto him with the psaltery, a

n instrument of ten strings. Sin

g unto him a new song, play sk

illfully with a loud noise; for th

e Word of J ehovah is right, an

d all his work is in the truth,

(Ps. 33:1–4)

다음과 같은 내용에 관한 신앙의 진

리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denot

ing the truths of faith, concerning

which these things are said.

[2] 영적인 것들, 곧 신앙의 진리들

과 선들은 수금과 비파(psaltery, 14,

5 세기 현악기의 일종), 그리고 찬

송 및 관련 악기들을 가지고 찬양하

였던 반면, 신앙의 거룩한 천적인

것들은 트럼펫 같은 관악기를 가지

고 했습니다. 이것이 성전에서 왜

그렇게나 많은 악기들이, 그리고 그

렇게나 자주 사용되었는지 하는 이

유인데요, 그것은 이런저런 찬양의

주제들마다 해당 특정 악기로 표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Spiritual thin

gs, or the truths and goods of fait

h, were celebrated with the harp a

nd psaltery, with singing and anal

ogous instruments, but the holy o

r celestial things of faith were cel

ebrated with wind instruments, su

ch as trumpets and the like; and

this was why so many instruments

were used about the temple and s

o often, in order that this or that

subject might be celebrated with c

ertain instruments; and in conseq

uence of this the instruments cam

e to be taken and understood for

the subjects that were celeb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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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 them.

[3] 또 Again:

22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

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

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

이다 23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

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

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시71:22-23) I will confess to the

e with the psaltery, even thy tr

uth, O my God; unto thee will

I sing praises with the harp, O

thou holy one of I srael; my lips

shall sing when I sing praises

unto thee, and my soul which t

hou hast redeemed, (Ps. 71:22–

23)

여기서도 신앙의 진리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where also the truths of

faith are signified.

또 Again: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

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시

147:7) Answer to J ehovah in co

nfession, sing praises upon the

harp unto our God; (Ps. 147:7)

‘감사’(confession)는 신앙의 천적인

것들에 대한 존중, 그래서 ‘여호와’

가 언급되는 것이며, ‘수금으로 찬

양함’은 신앙의 영적인 것들과 관련,

그래서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confession” has respect to the c

elestial things of faith, and therefo

re mention is made of “J ehovah”;

and to “sing praises upon the h

arp” has reference to the spiritual

things of faith, wherefore “God” is

spoken of.

다시 Again: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

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시149:3) Let them praise the na

me of J ehovah in the dance, let

them sing praises unto him wit

h the timbrel and harp, (Ps. 14

9:3)

여기 ‘소고’(timbrel, 탬버린)는 선

을, ‘수금’은 진리를 의미합니다. 선

과 진리는 그들이 찬양하는 것으로,

곧 주님이십니다. where the “timbr

el” signifies good, and the “harp”

truth, which they praise.

[4] 다시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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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

금으로 찬양할지어다 4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5큰 소리 나는 제금

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

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시150:3-5)

P raise God with the sound of t

he trumpet; praise him with th

e psaltery and harp; praise him

with the timbrel and dance; pra

ise him with stringed instrume

nts and the organ; praise him

upon the loud cymbals; praise

him upon the cymbals of shouti

ng. (Ps. 150:3–5)

이들 악기들은 찬양의 주제들인 신

앙의 선들과 진리들을 가리킵니다.

이걸 모르면, 사람들은 이 각각의

악기들이 무슨 특별한 의미 없이도

여기 이렇게나 많이 언급되었다 믿

기 때문입니다. These instruments

denote the goods and the truths o

f faith which were the subjects of

praise; for let no one believe that

so many different instruments wou

ld have been here mentioned unle

ss each had a distinct significatio

n.

계속해서 선과 진리에 관한 지식들

을 언급하면서, Again, referring to

the knowledges of good and truth:

3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

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

소서 4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

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

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시43:3, 4) O send

out thy light and thy truth, let

them lead me, let them bring

me unto the mountain of thy ho

liness, and to thy habitations, a

nd I will go in to the altar of

God, unto God, the gladness of

my exultation; yea, I will confe

ss unto thee upon the harp, O

God, my God. (Ps. 43:3, 4)

[5] 이사야에서, 신앙에 속한 것들

과 그에 관한 지식들을 언급하시면

서 In Isaiah, referring to the thin

gs that are of faith, and the knowl

edges thereof: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

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

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

느니라 (사23:16) Take a harp, go

about the city, play well, 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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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y songs, that thou mayest b

e called to remembrance. (Isa.

23:16)

같은 내용이 계시록에서는 계속해서

훨씬 더 명료하게 표현됩니다. The

same is expressed still more plain

ly in John: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매 네 생물

과 이십사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거문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

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계5:8) The

four animals and the four and t

wenty elders fell down before t

he lamb, having every one of th

em harps, and golden vials full

of incense offerings, which are

the prayers of the saints, (Rev.

5:8)

여기 누가 보아도 이 말씀은 생물들

과 장로들이 글자 그대로 거문고를

갖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대신,

‘거문고’(harps)는 신앙의 진리들을,

‘향이 가득한 금 대접(vials)’은 신

앙의 선들을 의미하는 말씀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where it must be e

vident to everyone that the animal

s and elders had not harps, but th

at by “harps” are signified the tr

uths of faith, and by “golden vial

s full of incense offerings,” the

goods of faith.

시편에서는 이들 악기들의 퍼포먼스

들을 ‘찬송’(praises)과 ‘감사’(confes

sions)라 하고 있습니다. (시42:5; 6

9:30-31) In David the performance

s on the instruments are called “p

raises” and “confessions.” (Ps. 4

2:5; 69:31)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

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

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42:

5)

30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

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

하시다 하리니 31이것이 소 곧 뿔

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

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

이라 (시69:30-31)

그리고 계시록 다른 곳에서 And

in another place in John:

2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

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렛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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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거문고 타는 자들이 그 거문고

를 타는 것 같더라 3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14:2-

3) I heard a voice from heaven

as the voice of many waters, an

d I heard the voice of harpers

harping with their harps, and t

hey sang a new song. (Rev. 14:2

–3)

또 다른 구절에서 And in another

place: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

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

서 하나님의 거문고를 가지고 (계1

5:2) I saw them standing by the

sea of glass having the harps o

f God. (Rev. 15:2)

천사들과 영들은 선과 진리에 관한

자기들의 차이에 따라 사운즈, 곧

노래 및 악기 연주 소리뿐 아니라,

자신들의 목소리를 구분하며, 또 사

운즈 및 그로 인한 악기 소리들과,

선과 진리의 본성(nature)과 본질(e

ssence) 사이 어떤 일치가 있을 수

있을 정도로 똑같은 소리를 내는 사

람은 아무도 없음을 인정한다는, 이

런 사실들은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It is worthy of mention

that angels and spirits distinguish

sounds according to their differenc

es with respect to good and truth,

not only those produced in singin

g and by instruments, but also th

ose of voices; and they admit non

e but such as are in accord, so th

at there may be a concord of the

sounds, and consequently of the in

struments, with the nature and es

sence of the good and the true.

※ 즉 천국 그 수많은 천사와 영들

중 단 한 사람도 똑같은 소리를 내

는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구성원은 철저히 그 선과 진리의 하

나 됨이 다 다르기 때문이며, 천국

에서 소리, 즉 사운드(sound)라는

것은 바로 이 선과 진리의 하나 됨

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하여간 천

국은 ‘똑같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

는 곳입니다!

22절, 씰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

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

는 나아마였더라 Verse 22,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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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i llah, she also bare Tubal-Cai

n, an instructor of every artific

er in brass and iron; and the s

ister of Tubal-Cain was Naama

h.

※ 22절 속뜻

‘씰라’(Z illah)는 새 교회의 자연적인

것들의 어머니를, ‘두발가인, 구리

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는 자연적 선과 진리에 관한 교

리를, 여기서 ‘구리’(brass, 銅)는 자

연적 선을, ‘쇠’(iron, 鐵)는 자연적

진리를, ‘나아마, 두발가인의 누이’

는 새 교회와 비슷한 교회, 곧 그

교회 밖에 있는(outside of that chu

rch) 자연적 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

를 의미합니다.

‘씰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 교회의 자연적

인 것들의 어머니를, ‘두발가인, 구

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

는 자’는 자연적 선과 진리의 교리

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구리’(brass,

銅)는 자연적 선을, ‘쇠’(iron, 鐵)는

자연적 진리를 의미합니다. By “Z i l

lah” is signified, as previously sta

ted, the mother of the natural thin

gs of the new church; by “Tubal-

Cain, an instructor of every art

ificer in brass and iron,” the do

ctrine of natural good and truth,

“brass” denoting natural good, an

d “iron” natural truth.

‘나아마, 두발가인의 누이’는 어떤

비슷한 교회, 곧 그 교회 밖에 있는

자연적 선과 진리의 교리를 의미합

니다. By “Naamah, the sister of

Tubal-Cain” is signified a similar

church, or the doctrine of natural

good and truth outside of that chu

rch.

이 새 교회가 어떤 유형

의 교회인지는 유대교회

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유

대교회는 내적(內的, internal), 외적

(外的, external) 양면성을 가진, 곧

천적, 영적인 것들로 이루어진 내적

교회와, 자연적인 것들로 구성된 외

적 교회로 된 교회였습니다. How t

he case was with this new church

may be seen from the Jewish chu

rch, which was both internal and e

xternal; the internal church consist

ing of celestial and spiritual thing

s, and the external church of natu

ral things.

421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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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적 교회는 라헬로, 외적 교회는

레아로 표현되었습니다. The intern

al church was represented by Rac

hel, and the external by Leah.

그러나 야곱, 아니 오히려 말씀에서

‘야곱’으로 이해된 그의 후손은 오직

외적인 그런 것들만 원하거나 겉으

로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레아가 라헬보다 먼저 야곱

에게 주어졌습니다. 눈이 침침한 레

아로는 유대교회를, 라헬로는 이방

의 새 교회를 표현했습니다. But as

Jacob, or rather his posterity und

erstood by “J acob” in the Word,

were such as to desire only exter

nal things, or worship in external

s, therefore Leah was given to Ja

cob before Rachel; and by blear-e

yed Leah was represented the Je

wish church, and by Rachel a new

church of the gentiles.

이런 이유로, ‘야곱’은 예언서에서

두 가지 의미를 갖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전도된(顚倒, perverted) 상

태 가운데 있는 유대교회를,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의 참된 외적 교회

를 가리킵니다. For this reason “J

acob” is taken in both senses in t

he prophets, in one denoting the

Jewish church in its perverted sta

te, and in the other the true exter

nal church of the gentiles.

내적 교회를 의미할 때는 ‘이스라

엘’이라 하는데, 그러나 이와 관련해

서는 주님의 신적 자비로 나중에 더

말씀드리게 될 것입니다. When the

internal church is signified, he is

called “I srael”; but of these matte

rs, by the D ivine mercy of the Lo

rd, more will be said hereafter.

두발-가인을 일컬어 ‘모

든 기능공들의 선생(ins

tructor)’이라 하면서 야발과 유발의

경우처럼 ‘조상’(father)이라고는 하

지 않는데요, 그 이유는 그전에는

천적, 영적, 곧 내적인 것들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Tubal-Cain is

called the “instructor of every a

rtificer,” and not the “father,” as

was the case with Jabal and Juba

l; and the reason is that before th

ere were no celestial and spiritual

or internal things.

※ 즉 특별히 야발과 유발에게 ‘조

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라멕의 때에는 천적, 영적, 즉 내적

인 것들이 전혀 없다가 아다와 씰라

라는 새 교회가 일어나면서 비로소

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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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야발과 유발의 경우는, 이런 내적인

것들이 그들의 때에 처음 존재하기

시작했음을 가리키기 위해 ‘조상’이

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반면,

그 새 교회의 자연적, 즉 외적인 것

들은 이미 그전부터 존재하다가 이

시점에서 내적인 것들과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발-가인의

경우는 ‘조상’이라 하지 않고, 대신

‘모든 기능공들의 선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And the term “father” i

s applied to Jabal and Jubal, to d

enote that such internal things the

n first began to exist; whereas na

tural or external things did exist

before, but were now applied to i

nternal things, so that Tubal-Cain

is not called the “father,” but the

“instructor, of every artificer.”

말씀에서 ‘기능공’(artific

er)은 지혜롭고, 지성적

이며, 박식한 사람을 의미하며, 여기

‘구리와 쇠를 다루는 모든 기능공

들’은 자연적 선과 진리에 친숙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By an “artifi

cer” in the Word is signified a wi

se, intelligent, and well-informed

[sciens] man, and here by “every

artificer in brass and iron” are

signified those who are acquainted

with natural good and truth.

계시록입니다. As in John:

21이에 한 힘 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

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

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

하리로다 22또 거문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

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

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

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

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계18:21-22) With viole

nce shall that great city Babylo

n be thrown down, and shall be

found no more at all. And the v

oice of harpers, and musicians,

and of pipers, and trumpeters,

shall be heard no more at all i

n her; and no artificer, of what

soever craft, shall be found any

more in her. (Rev. 18:21–22)

여기 ‘거문고 타는 자’(harpers)는

위에서처럼 진리들을, ‘나팔 부는

자들’(trumpeters)은 신앙의 선들을,

‘어떠한 세공업자’(artificer of any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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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ft)는 알고 있는 자, 곧 진리와

선에 관해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있

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Harpers”

here as above signify truths; “tru

mpeters,” the goods of faith; an

“artificer of any craft,” one who

knows, or the memory-knowledge

of truth and good.

이사야입니다. In Isaiah:

19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

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 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20궁핍한 자는 거제

를 드릴 때에 썩지 아니하는 나무

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

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

하도록 세우느니라 (사40:19-20) T

he artificer melteth a graven i

mage, and the smelter spreadet

h it over with gold, and casteth

silver chains; he seeketh unto

him a wise artificer, to prepare

a graven image that shall not b

e moved, (Isa. 40:19–20)

환상에 빠져 자기를 위해 거짓된

것, ‘우상’(graven image)을 새기고,

그것을 참인 양 가르치는 자들에 관

한 말씀입니다. speaking of those

who from fantasy forge for themse

lves what is false—a “graven ima

ge”—and teach it so that it appea

rs true.

예레미야입니다. In Jeremiah:

1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희

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8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

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9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

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술

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

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렘1

0:1, 8-9) At the same time as th

ey are infatuated they grow foo

lish, the doctrine of vanities, it

is but a stock. Silver beaten ou

t is brought from Tarshish, and

gold from Uphaz , the work of t

he artificer, and of the hands of

the smelter; blue and raiment;

they are all the work of the wis

e, (Jer. 10:1, 8–9)

거짓들을 가르치고,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를 위조하기 위하여 말씀을

수집하는 자에 관한 말씀이며, 이런

이유로, 이를 가리켜 ‘우상의 가르

침’(a doctrine of vanities),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the work of the w

ise)이라 하고 있습니다. signif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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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who teaches falsities, and coll

ects from the Word things with w

hich to forge his invention, wheref

ore it is called a “doctrine of va

nities,” and the “work of the wis

e.”

※ 오늘날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

가 생각나네요. 이들은 거룩한 말씀

을 해괴한 방식, 곧 교주 이만희를

중심으로 전부 풀면서 거짓을 가르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에 이런 인물들은 아이돌, 즉

거짓을 위조하는 장색(匠色, artifice

r)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들은 아이

돌을 금, 곧 선의 겉모습으로, 은,

곧 진리처럼 보이는 것으로, 청색

옷처럼 누가 보아도 아주 자연적인

것으로 꾸몄습니다. Such persons

were represented in ancient times

by artificers who forge idols, that

is, falsities, which they adorn with

gold, that is, with a semblance of

good; and with silver, or an appe

arance of truth; and with blue and

with raiment, or such natural thin

gs as are in apparent agreement.

오늘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요,

바로 ‘구리’(銅, brass)는 자연적 선

을 의미한다는 것과, 말씀에 나오는

모든 금속은 그 속뜻으로는 어떤 특

별한 의미들을 갖는다는 사실입니

다. 가령, ‘금’(金, gold)은 천적 선

을, ‘은’(銀, silver)은 영적 진리를,

‘동’(銅, brass)은 자연적 선을, ‘철’

(鐵, iron)은 자연적 진리를, 그리고

그렇게 다른 금속들도 그런데요, ‘나

무’(木, wood)와 ‘돌’(石, stone)도

마찬가지입니다. It is unknown to t

he world at the present day that

“brass” signifies natural good, an

d also that every metal mentioned

in the Word has a specific signific

ation in the internal sense—as “g

old,” celestial good; “silver,” spi

ritual truth; “brass,” natural goo

d; “iron,” natural truth; and so o

n with the other metals, and in lik

e manner “wood” and “stone.”

법궤와 성막, 그리고 성전에 사용된

‘금’, ‘은’, ‘동’ 및 ‘나무’가 그런 건데

요, 그 자세한 것은 주님의 신적 자

비로 나중에 다루겠습니다. Such thi

ngs were signified by the “gold,”

“silver,” “brass,” and “wood,” us

ed in the ark and in the tabernacl

e and in the temple, concerning w

hich, of the Lord’s Divine mercy h

ereafter.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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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것이

예언서들을 보면 아주 분명히 나타

나는데요, 예를 들면, 이사야입니다.

That such is their signification is

manifest from the prophets, as fro

m Isaiah:

16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 네 구속자, 야곱의 전

능자인 줄 알리라 17내가 금을 가

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

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

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사60:16-

17) Thou shalt also suck the mi

lk of the gentiles, and shalt suc

k the breast of kings. For bras

s I will bring gold, and for iro

n I will bring silver, and for w

ood brass, and for stones iron;

I will also make thy tribute pe

ace, and thine exactors righteo

usness, (Isa. 60:16–17)

이 내용은 주님의 오심과 그의 나

라, 그리고 천적 교회에 관한 것입

니다. treating of the Lord’s adven

t, of his kingdom, and of the celes

tial church.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는 자

연적 선을 대신하는 천적 선을, ‘은

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는 자연

적 진리를 대신하는 영적 진리를,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는 육적

(肉的, corporeal) 선을 대신하는 자

연적 선을, ‘철로 돌을 대신하며’는

감각적 진리를 대신하는 자연적 진

리를 각각 의미합니다. “For brass

gold,” signifies for natural good c

elestial good; “for iron silver,” s

ignifies for natural truth spiritual

truth; “for wood brass,” signifies

for corporeal good natural good;

“for stones iron,” signifies for se

nsuous truth natural truth.

에스겔입니다. In Ezekiel:

야완과 두발과 메섹은 네 상인이

되었음이여 사람과 놋그릇을 가지

고 네 상품을 바꾸어 갔도다 (겔2

7:13) J avan, Tubal, and Meshec

h, these were thy merchants, in

the soul of man, and vessels of

brass they gave thy trading, (E

zek. 27:13)

두로(Tyre), 영적, 천적 부를 소유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두로에 대해 말

하고 있습니다. ‘놋그릇’은 자연적

선입니다. speaking of Tyre, by w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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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are signified those who posses

s spiritual and celestial riches; “v

essels of brass” are natural good

s.

신명기입니다. In Moses: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

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신8:9) A land whose

stones are iron, and out of who

se mountains thou mayest hew

brass, (Deut. 8:9)

여기 또한 ‘돌’은 감각적 진리를,

‘철’은 자연적, 즉 합리적(rational)

진리를, ‘동’은 자연적 선을 가리킵

니다. where also “stones” denote

sensuous truth; “iron,” natural, th

at is, rational truth; and “brass,”

natural good.

에스겔이 본 것은 Ezekiel saw:

5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

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6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

가 있고 7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

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

닥 같고 광낸 구리 같이 빛나며

(겔1:7) Four living creatures, o

r cherubs, whose feet sparkled

like the appearance of burnishe

d brass, (Ezek. 1:7)

여기 다시 ‘구리’는 자연적 선을 의

미합니다. 사람의 ‘발’은 자연적인

것을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where a

gain “brass” signifies natural goo

d, for the “foot” of man represent

s what is natural.

다니엘에게도 같은 식으로 보였습니

다. In like manner there appeared

to Daniel,

5그 때에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

리에는 우바스 순금 띠를 띠었더

라 6또 그의 몸은 황옥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갯빛 같고 그의 눈은 횃

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은 빛난 놋

과 같고 그의 말소리는 무리의 소

리와 같더라 (단10:5-6) A man cl

othed in linen, whose loins wer

e girded with gold of Uphaz , hi

s body also was like the beryl,

and his arms and his feet like t

he appearance of burnished bra

ss. (Dan. 10:5–6)

‘놋뱀’이 주님의 감각적, 자연적 선



창4:22, AC.421-426
‘씰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135/161

을 표현하는 것을 위 다니엘 본문에

서 보실 수 있습니다. That the “br

azen serpent” (Num. 21:9) repre

sented the sensuous and natural g

ood of the Lord may be seen abo

ve.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

다본즉 모두 살더라 (민21:9)

‘철’이 자연적 진리를 의

미한다는 것은 에스겔

두로에 대한 말씀을 보면 더 분명합

니다. That “iron” signifies natural

truth is further evident from what

Ezekiel says of Tyre:

12다시스는 각종 보화가 풍부하므

로 너와 거래하였음이여 은과 철

과 주석과 납을 네 물품과 바꾸어

갔도다 19워단과 야완은 길쌈하는

실로 네 물품을 거래하였음이여

가공한 쇠와 계피와 대나무 제품

이 네 상품 중에 있었도다 (겔27:1

2, 19) Tarshish was thy trader b

y reason of the multitude of all

riches; in silver, iron, tin, and

lead, they gave thy traffickings.

Dan, and J avan, and Meusal fu

rnished bright iron in thy tradi

ngs; cassia and calamus were i

n thy mart. (Ezek. 27:12, 19)

이 구절들뿐 아니라 같은 장 앞뒤

이어지는 구절들을 볼 때 정말 분명

한 것은, 이 모든 표현이 천적, 영적

부들에 대한 의미라는 것과, 모든

특정 표현들, 하나하나 언급된 이름

들까지 어떤 특별한 의미들이 있다

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영이요,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From the

se words, as well as from what is

said both previously and subseque

ntly in the same chapter, it is ver

y evident that celestial and spiritu

al riches are signified; and that e

very particular expression, and ev

en the names mentioned, have so

me specific signification, for the

Word of the Lord is spiritual, and

not verbal.

[2] 예레미야입니다. In Jeremiah:

12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

을 꺾으리요 13그러나 네 모든 죄

로 말미암아 네 국경 안의 모든

재산과 보물로 값없이 탈취를 당

하게 할 것이며 (렘15:12-13) Can

one break iron, even iron from

the north, and brass? Thy subs

tance [ facultates] and thy treas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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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es will I give for a spoil wit

hout price, and this for all thy

sins, (Jer. 15:12–13)

여기 ‘철’과 ‘놋’은 자연적 진리와 선

을 의미하며, 그것이 ‘북방’(north)에

서 온다는 것은 그것이 감각적이고

자연적임을 의미합니다. 영적, 천적

인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짙은 흑

암, 즉 ‘북방’과 같기 때문인데, 빛

혹은 ‘남방’(south)에 비하면 상대적

으로 말입니다. 또 그늘과도 같은데,

그늘은 두발-가인의 ‘어머니’인 ‘씰

라’로 의미되는 것입니다. where “ir

on” and “brass” signify natural tr

uth and good; that it came from t

he “north” signifies what is sensu

ous and natural; for what is natur

al, relatively to what is spiritual a

nd celestial, is like thick darkness

(that is, the “north”) relatively to

light or the “south”; or like shad

e, which is also signified here by

“Z i llah,” who is the “mother.”

‘재산’(substance)과 ‘보물’(treasure

s)은 천적, 영적 부를 의미하는 게

아주 분명합니다. That the “substa

nce” and “treasures” are celestia

l and spiritual riches is also very

evident.

[3] 다시 에스겔입니다. Again in E

zekiel: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

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

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

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리라

(겔4:3) Take thou unto thee a p

an of iron, and set it for a wall

of iron between thee and the ci

ty, and set thy faces toward it,

and let it be for a siege, and t

hou shalt straiten against it, (E

zek. 4:3)

여기도 역시 ‘철’이 진리를 의미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where also it i

s evident that “iron” signifies trut

h.

강함은 진리의 속성입니다. 진리를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

다. 이런 이유로, 철을 가리켜 다니

엘과 계시록에서, ‘부서뜨리다’, ‘깨

뜨리다’ 하는 것입니다. ‘철’은 진리,

곧 신앙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Stre

ngth is attributed to truth, becaus

e it cannot be resisted, and for th

is reason it is said of iron—by wh

ich is signified truth, or the truth

of faith—that it “breaks in piece

s” and “crushes”; as in Dani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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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40), and in John:

34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40넷째 나라

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

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

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뭇 나라를 부서뜨

리고 찧을 것이며 (단2:34, 40)

26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

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

세를 주리니 27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

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계2:26

–27) H e that overcometh, to hi

m will I give sovereign power

over the nations, that he may p

asture them with a rod of iron;

as the vessels of a potter shall

they be broken to shivers. (Rev.

2:26–27)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계12:5) The

woman brought forth a man chil

d, who should pasture all natio

ns with a rod of iron. (Rev. 12:

5)

[4] ‘철장’(鐵杖, a rod of iron)은

주님의 말씀에 속한 진리임을 계시

록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That

a “rod of iron” is the truth which

is of the Word of the Lord, is exp

lained in John:

11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

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

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13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

라 15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

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

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

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계19:11, 13, 15) I saw heaven op

en, and behold a white horse, a

nd he that sat upon him was ca

lled faithful and true, and in ri

ghteousness he doth judge and

fight; H e was clothed with a ve

sture dipped in blood, and his

name is called the Word of Go

d; out of his mouth goeth a sha

rp sword, that with it he should

smite the nations; and he shall

pasture them with a rod of iro



창4:23, AC.427-431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138/161

n. (Rev. 19:11, 13, 15)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씰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

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

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

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Verse 23,

And Lamech said unto his wive

s, Adah and Z i llah, H ear my v

oice, ye wives of Lamech, and

with your ears perceive my spe

ech, for I have slain a man to

my wounding, and a little one t

o my hurt.

※ 23절 속뜻

‘아다와 씰라’라는 교회가 일어나자

‘라멕’이라는 교회의 황폐함이 다음

과 같이 드러납니다. ‘라멕’이라는

교회는 신앙과 체어리티가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고 소멸된 상태였다는

사실이 말입니다. ‘라멕’이라는 교회

에서 신앙은 황량(荒涼, desolate)해

졌고, 체어리티는 황폐(荒廢, devast

ate)해졌습니다.

※ 사실 교회의 상태가 이 지경이면

이런 교회는 더 이상 교회라 할 수

도 없는 상태이지요. 그러나 주님은

놀랍게도 꼭 이런 교회의 종말의 때

에 새로운 교회를 일으키십니다. 새

교회는 꼭 교회의 마지막 종말의 때

에 출현합니다!

앞서 살핀 대로(cf. 405,

406), ‘라멕’은 황폐함을

의미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

르되 아다와 씰라여 내 말을 들으

라’는 죄에 대한 자백(confession)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교회라는 게 있

는 데서만 할 수 있는 것이며, 지금

까지 말씀드린 대로(cf. 409), 라멕의

‘아내들’이 의미하는 게 바로 이 교

회입니다. By “Lamech” is signifie

d vastation, as before; that he “sa

id unto his wives Adah and Z i ll

ah, With your ears perceive my

speech” signifies confession, whic

h can only be made where there i

s a church, which, as has been sai

d, is signified by his “wives.”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

을 죽였고’는 그가 신앙을 소멸시켰

음을 의미하는데, 여기 ‘사람’은 신

앙을(cf. 340, 367:1) 의미하기 때문

입니다.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은 그가 체어리티(charity,

이웃 사랑, 선행, 인애)를 소멸시켰

음을 의미합니다. “I have sla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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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 to my wounding” signifies t

hat he had extinguished faith, for

by a “man” is signified faith; “a l

ittle one to my hurt” signifies th

at he had extinguished charity.

‘상처’(a wound)와 ‘상함’(a bruise)

은 더이상 온전한 것이 없음을 의미

하는데, 여기 ‘상처’는 신앙이 황량

해졌음을, ‘상함’은 체어리티가 황폐

해졌음을 의미합니다. By a “woun

d” and a “bruise” is signified tha

t there was no more soundness; b

y a “wound,” that faith was desol

ated; by a “hurt,” that charity wa

s devastated.

이 본문도 그렇고, 다음

절도 그렇고... 아주 분명

한 사실은 ‘라멕’이 황폐함을 의미한

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길,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소년을 죽였

다’ 하고 있고, 또 가인의 경우는 그

벌이 일곱 배이지만, 라멕의 경우는

‘일흔일곱 배’라고 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From the contents of this

and the following verse, it is very

evident that by “Lamech” is signi

fied vastation; for he says that he

had “slain a man,” and a “little

child,” and that Cain should be a

venged sevenfold, and Lamech “se

venty and sevenfold.”

‘사람’이 신앙을 의미한

다는 것은 본 장 1절, 하

와가 가인을 낳고 한 말, ‘내가 여

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I ha

ve gotten a man, Jehovah, 내가

여호와라는 사람을 얻었다)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여기서 사람은 ‘여호

와라는 사람’(a man, Jehovah)이라

는 신앙의 교리를 의미합니다. (cf. 3

40) That by a “man” [vir] is sign

ified faith is evident from the first

verse of this chapter, in that Eve

said, when she bare Cain, “I have

gotten a man, J ehovah”; by who

m was meant the doctrine of faith,

called “a man, J ehovah.”

이런 사실은 또 훨씬 앞서 다룬 (cf.

158, 265), 사람(남자) 또는 남성에

관한 내용을 봐도 분명합니다. 거기

서 남자는 이해(understanding)를

의미하는데, 이해는 신앙에 속한 것

입니다. It is evident also from wh

at was shown above concerning a

man or male, that he signifies und

erstanding, which is of faith.

그는 체어리티 또한 소멸시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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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여기 뒤이어 나오는 ‘어린이’, 혹

은 ‘소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체어

리티입니다. 신앙을 부인하고 죽이

는 자는 동시에 체어리티 또한 그렇

게 하는데, 그것은 체어리티가 신앙

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That he h

ad also extinguished charity, here

called a “little one,” or a “little

child,” follows, for he who denies

and murders faith, at the same ti

me also denies and murders the c

harity that is born from faith.

말씀에 나오는 ‘어린이’(l

ittle one)나 ‘소년’(little

child)은 이노센스(innocence, 순진)

를 의미하며, 또한 체어리티도 의미

합니다. 참된 이노센스는 체어리티

없이 존재할 수 없으며, 체어리티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A

“little one,” or “little child,” in

the Word, signifies innocence, and

also charity, for true innocence ca

nnot exist without charity, nor tru

e charity without innocence.

이노센스에는 세 단계가 있는데, 말

씀에서는 각각 ‘젖먹이’(sucklings),

걸음마 배우는 ‘아이’(infants) 및 ‘소

년’(little children)으로 구분합니다.

참된 사랑과 체어리티 없이 참된 이

노센스는 없기 때문에, ‘젖먹이’, ‘아

이’ 및 ‘소년’은 또한 사랑의 세 단

계를 의미하는데요, 즉 엄마나 유모

를 향한 젖먹이의 사랑 같은 다정한

사랑, 부모를 향한 아이의 사랑 같

은 사랑, 선생님을 향한 소년의 상

냥한 사랑과 유사한 체어리티입니

다. There are three degrees of in

nocence, distinguished in the Wor

d by the terms “sucklings,” “infa

nts,” and “little children”; and a

s there is no true innocence witho

ut true love and charity, therefore

also by “sucklings,” “infants,” an

d “little children” are signified t

he three degrees of love: namely,

tender love, like that of a sucklin

g toward its mother or nurse; lov

e like that of an infant toward its

parents; and charity, similar to th

at of a little child toward its instr

uctor.

그래서 이사야에는 말하기를 Thus i

t is said in Isaiah: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

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

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

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

리며 (사11:6) The wolf shall dwe

ll with the lamb, and the leo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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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shall lie down with the kid; a

nd the calf, and the young lion,

and the fatling together, and a

little child shall lead them. (Isa.

11:6)

여기 ‘양’, ‘염소’, ‘송아지’는 이노센

스와 사랑의 세 단계를, ‘이리’, ‘표

범’ 및 ‘어린 사자’는 그 반대를, 그

리고 ‘어린아이’는 체어리티를 의미

합니다. Here a “lamb,” a “kid,” a

nd a “calf” signify the three degr

ees of innocence and love; a “wol

f,” a “leopard,” and a “young lio

n,” their opposites; and a “little

child,” charity.

예레미야에 In Jeremiah: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

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

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

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

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렘44:7) Y

e commit this great evil agains

t your souls, to cut off from yo

u man and wife, infant and suck

ling, out of the midst of J udah,

to leave you no remains. (Jer. 4

4:7)

‘남자와 여자’는 이해(the understan

ding)와 의지(the will)에 속한, 곧

진리(truth)와 선(good)에 속한 것들

을, ‘아이와 젖 먹는 자’는 사랑의

첫 번째 단계들을 의미합니다. “Ma

n and wife” denote things of the

understanding and of the will, or

of truth and of good; and “infant

and suckling,” the first degrees

of love.

‘아이’와 ‘어린이’가 이노센스와 체

어리티를 가리키는 것은 누가복음에

주님 하신 말씀을 보면 아주 분명합

니다. That an “infant” and a “littl

e child” denote innocence and cha

rity is very evident from the Lor

d’s words in Luke:

15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17내

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

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

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

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

시니라 (눅18:15, 17) They brough

t unto him little children that h

e should touch them. And J esu

s said, Suffer little children to

come unto me, and forbid them

not, for of such is the king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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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God. Verily I say unto you,

Whosoever shall not receive th

e kingdom of God as a little ch

ild, shall in no wise enter ther

ein. (Luke 18:15, 17)

주님 자신 ‘아기’(little one), ‘아들’

(child)(사9:6)로 불리십니다. 주님은

이노센스 자체이시며, 사랑 자체이

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같은 구절

에서 주님을 ‘기묘자, 모사, 전능하

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

강의 왕’이시라 하고 있습니다. The

Lord himself is called a “little on

e,” or “child” (Isa. 9:6), because

he is innocence itself and love its

elf, and in the same passage he is

spoken of as “wonderful, counsel

or, God, hero, father of eternit

y, prince of peace.”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

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

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

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

라 (사9:6)

‘상처’와 ‘상함’은 더이상

온전한 것이 없음을 의

미하는데, ‘상처’로는 신앙이 황량해

졌음을, ‘상함’으로는 체어리티가 황

폐해졌음을 의미함이 분명한 것은

‘상처’는 사람에게, ‘상함’은 소년에

게 속한 것으로 서술되고 있는 걸

보면 그렇습니다. That by a “woun

d” and a “bruise” is signified tha

t there was soundness no longer,

by a “wound” that faith was desol

ated, and by a “bruise” that chari

ty was devastated is evident from

the fact that “wound” is predicate

d of a “man,” and “bruise” of a

“little one.”

신앙의 황량함 및 체어리티의 황폐

함을 이사야에 보면 같은 말로 묘사

하고 있습니다. The desolation of f

aith and the vastation of charity a

re described in the same terms in

Isaiah: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사1:6) F rom th

e sole of the foot even unto the

head there is no soundness in i

t; but wound and bruise and a

fresh sore they have not been p

ressed out, neither bound up, n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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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ther mollified with oil. (Isa. 1:

6)

이 구절에서, ‘상한 것’은 황량해진

신앙으로, ‘터진 것’은 황폐해진 체

어리티로, ‘새로 맞은’은 둘 다로 서

술되고 있습니다. In this passage

“wound” is predicated of faith des

olated, “bruise” of charity devasta

ted, and “sore” of both.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

일진대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칠

십칠 배이리로다 하였더라 Verse

24, I f Cain shall be avenged se

venfold, truly Lamech seventy a

nd sevenfold.

※ 24절 속뜻

인류가 비록 ‘가인’으로 기울었어도

주님은 차선책으로 그걸 허락, ‘가

인’ 신앙을 통해서라도 체어리티(ch

arity, 이웃 사랑, 선행, 인애)가 일

어나게 하셨고, 이를 위해 사람들이

‘가인’ 신앙을 못 건드리게, 곧 ‘여

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

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

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

라’(창4:15)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의 후예들은 주님의 이 신성불

가침을 폭행, 결국 ‘가인’ 신앙을 소

멸시켰고, 더 나아가 라멕의 때에

이르자 더 중요한 신성불가침인 체

어리티마저 소멸케 했습니다. 그 결

과는 바로 지옥, 곧 ‘칠십칠 배의

벌’이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말씀들의 의미는, 그

들은 신성불가침(sacrile

ge, sacred ban)이었던 ‘가인’ 신앙

을 폭행, 소멸시켰고, 동시에 신앙을

통해 생겨나야 했던, 훨씬 더 신성

불가침(sacrosanct)인 체어리티 또한

소멸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런 이유로, 지옥, 곧 ‘칠십칠 배의

벌’이 있게 된 것입니다. These wor

ds signify that they had extinguish

ed the faith meant by “Cain,” to

do violence to which was sacrileg

e, and at the same time had extin

guished the charity which should b

e born through faith, a far greater

sacrilege, and that for this there

was condemnation, that is, a “sev

enty and sevenfold avengemen

t.”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칠 배’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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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이미 15절에서 보

여드린 대로, ‘가인’의 분

리된 신앙을 폭행하는 것은 신성모

독, 신성불가침을 범함이었음을 의

미합니다. (cf. 392-396) That Cain’s

being “avenged sevenfold” signif

ies that it was sacrilege to do vio

lence to that separated faith which

is meant by “Cain,” has been alre

ady shown at verse 15.

※ ‘가인’ 신앙은 사랑에서 신앙을

분리하는 신앙입니다. 원래 태고교

회 신앙은 사랑 하나였습니다. 사랑

따로, 신앙 따로 같은 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으나 그 교회에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앙은 하려는

사람들이 서서히 일어난 것입니다.

‘칠십칠 배의 벌’은 아주 끔찍한 신

성모독(a far greater sacrilege)이

요, 신성불가침을 심각하게 범하는

것으로서, 그 결과는 지옥이라는 것

이 ‘칠십칠’이 의미하는 바를 보면

분명합니다. And that by a “seven

ty and sevenfold avengement” i

s signified a far greater sacrilege,

the consequence of which is damn

ation, is evident from the significa

tion of “seventy and sevenfold.”

‘칠’이라는 숫자가 거룩하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서 유래하는데

요, ‘일곱째 날’은 천적 인간, 천적

교회, 천적 나라, 그리고 가장 높은

뜻으로 바로 주님 자신을 의미한다

는 것입니다. That the number “se

ven” is holy originates in the fact

that the “seventh day” signifies t

he celestial man, the celestial chu

rch, the celestial kingdom, and, in

the highest sense, the Lord himsel

f.

그래서 ‘칠’이라는 숫자는 말씀 가운

데 나올 때마다 거룩한 것, 즉 가장

신성한 것을 의미하며, 이 거룩(holi

ness)과 신성(sanctity)이 어떤 것인

지는 그때 다루어지고 있는 것들에

의해 서술되거나 따릅니다. Hence t

he number “seven,” wherever it o

ccurs in the Word, signifies what

is holy, or most sacred; and this

holiness and sanctity is predicated

of, or according to, the things tha

t are being treated of.

일곱 때들(ages)을 구성하는 숫자

‘칠십’의 의미가 여기에서 오는데요,

말씀에서, 한 때는 십 년입니다. Fr

om this comes the signification of

the number “seventy,” which com

prises seven ages; for an age, in

the Word, is ten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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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거룩하거나 신성한 어떤 것을

표현해야 했을 때, ‘칠십칠 배’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

람은 그의 형제를 일곱 번뿐 아니

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

하라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가 죄를 얼마나 짓든지 끝없이,

혹은 영원히 용서하라는 말씀입니

다. 이것이 거룩입니다. When anyth

ing most holy or sacred was to b

e expressed, it was said “seventy

-sevenfold,” as when the Lord sa

id that a man should forgive his b

rother not until seven times, but

until seventy times seven (Matt. 1

8:22), by which is meant that they

should forgive as many times as h

e sins, so that the forgiving shoul

d be without end, or should be et

ernal, which is holy.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18:22)

그리고 여기, 라멕의 말, ‘벌이 칠십

칠 배이리로다’의 의미는 지옥인데,

그 이유는 가장 신성한 것을 더럽혔

기 때문입니다. And here, that La

mech should “be avenged sevent

y and sevenfold” means damnatio

n, because of the violation of that

which is most sacred.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

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

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

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Vers

e 25, And the man knew his wif

e again, and she bare a son, an

d called his name Seth; for Go

d hath appointed me another se

ed instead of Abel; for Cain sle

w him.

※ 25절 속뜻

여기 ‘아담’과 그의 ‘아내’는 위 ‘아

다와 씰라’가 의미하는 새 교회를,

그녀의 ‘아들’ 셋은 체어리티를 낳게

될 새 신앙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의 의미는 가인이

분리 및 소멸시켰던 체어리티가 이

제 주님에 의해 이 교회에 주어졌다

는 것입니다.

여기 ‘아담’(man, 남자,

사람)과 그의 ‘아내’는

위 ‘아다와 씰라’가 의미하는 새 교

회를 말하며, 그녀의 ‘아들’ 셋(Se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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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체어리티(charity, 이웃 사랑, 선

행, 인애)가 말미암게 될 새 신앙을

의미합니다. The “man” and his “w

ife” here mean the new church si

gnified above by “Adah and Z i lla

h”; and by her “son,” whose nam

e was Seth, is signified a new fait

h, by which charity might be obtai

ned.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가인

이 분리 및 소멸시켰던 체어리티를

주님이 이제 이 교회에 주셨음을 의

미합니다. By “God appointed an

other seed instead of Abel, who

m Cain slew,” is signified that ch

arity, which Cain had separated a

nd extinguished, was now given b

y the Lord to this church.

‘아담’과 그의 ‘아내’가

위 아다와 씰라가 의미

하는 새 교회를 뜻한다는 사실은 겉

뜻으로는 아무도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

내’가 이전까지는 태고교회와 그 후

손을 의미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이런 사실이 그 속뜻과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실로는 너무나도 분

명한 것이, 바로 이어지는 장인 5장

1절로 4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 그

리고 그들이 낳은 셋이 다시 언급되

는데, 여기서는 오늘 본문과 전혀

다른 말로 언급되며, 이 경우는 태

고교회의 첫 번째 후손을 의미한다

는 사실입니다. That the “man” an

d his “wife” here mean the new c

hurch signified above by Adah and

Z illah no one could know or infer

from the literal sense, because the

“man and his wife” had previousl

y signified the most ancient churc

h and its posterity; but it is very

evident from the internal sense, a

s well as from the fact that imme

diately afterwards, in the following

chapter (verses 1–4), the man an

d his wife, and their begetting Se

th, are again mentioned, but in en

tirely different words, and in this

case there is signified the first po

sterity of the most ancient church.

1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

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

이라 일컬으셨더라 3아담은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

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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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하였고 4아담은 셋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

으며 (창5:1-4)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절에, 이것 말

고 다른 아무 의미도 없다면, 여기

서 굳이 같은 걸 말할 필요가 하나

도 없을 것입니다. 비슷한 예를 하

나 들면, 1장에서 보면 거기 사람,

땅의 열매들, 그리고 짐승들의 창조

를 다루더니, 얼핏 보면 같은 내용

을 2장에서 또 다룹니다. 그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1장에서는 영적

인간의 창조를, 반면 2장에서는 천

적 인간의 창조를 다루기 때문입니

다. If nothing else were signified

in the passage before us, there w

ould be no need to say the same

thing here: in like manner as in t

he first chapter the creation of ma

n, and of the fruits of the earth, a

nd of the beasts, is treated of, an

d then in the second chapter they

are treated of again, for the reaso

n, as has been said, that in the fir

st chapter it is the creation of the

spiritual man that is treated of, w

hereas in the second chapter the s

ubject is the creation of the celest

ial man.

하나를 언급하고 다른 데서 또 같은

사람이나 사물을 언급하는 이런 반

복이 있는 곳마다 항상 어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

엇을 의미하는지는 속뜻이 아니고서

는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Whene

ver there is such a repetition in t

he mention of one and the same p

erson or thing, it is always with a

difference of signification, but what

it is that is signified cannot possi

bly be known except from the inte

rnal sense.

여기 이 컨넥션 자체로 이미 어떤

주어진 의미가 있음을 컨펌하고 있

고요, 그리고 생각할 수 있는 부가

적인 것은 ‘아담(homo)과 아내’라는

표현은 지금 말하고 있는 부모 교회

를 의미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Here, the connection its

elf confirms the signification that h

as been given, and there is the a

dditional consideration that man

[homo] and wife are general term

s which signify the parent church

that is in question.

셋(Seth)이라 이름한 그

녀의 ‘아들’이 새 신앙,

곧 체어리티를 얻게 될 새 신앙을

의미한다는 것은 앞서 서술해온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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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들 뿐 아니라, ‘가인에게 표를 주

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

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하신 가인

관련 말씀(cf. 392)으로도 분명합니

다. That by her “son,” whom she

named Seth, is signified a new fai

th, by which charity may be attain

ed, is evident from what has been

previously stated, as well as from

its being related of Cain that a

“mark was set upon him, lest a

nyone should slay him.”

이런 일련의 이야기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습니다. For the subject as

it stands in a series is as follows:

‘가인’으로는 사랑에서 분리된 신앙

을, ‘아벨’로는 체어리티를, 그리고

아벨을 죽이는 가인으로는 분리된

상태의 신앙이 체어리티를 소멸케

함을 나타냈습니다. Faith separate

d from love was signified by “Cai

n”; charity, by “Abel”; and that fa

ith in its separated state extinguis

hed charity was signified by Cain

slaying Abel.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

시니라’로는 신앙을 보존, 그렇게

해서 체어리티를 심고자(might be i

mplanted) 하시는 주님의 의도를

나타냈습니다. The preservation of

faith in order that charity might b

e thereby implanted by the Lord

was signified by Jehovah’s setting

a mark on Cain lest anyone shoul

d slay him.

그 후에 거룩한 사랑(the holy of lo

ve)과 그로 말미암은 선(the good t

hence derived)이 주님에 의해 신앙

을 통해 주어지는데 이걸 아다가 낳

은 야발로, 그리고 신앙의 영적인

것(the spiritual of faith)을 그의 아

우 유발로, 그리고 이들로 말미암은

자연적 선과 진리(natural good and

truth)를 씰라가 낳은 두발가인으로

나타냈습니다. That afterwards the

holy of love and the good thence

derived were given by the Lord t

hrough faith was signified by Jaba

l whom Adah bare; and that the s

piritual of faith was given, was si

gnified by his brother Jubal; and

that from these there came natura

l good and truth was signified by

Tubal-Cain whom Z illah bare.

창세기 4장의 이들 두 구절에서 우

리는 이 모든 것의 결론 및 요약을

다음과 같이 내릴 수 있는데요, 그

것은, ‘아담과 그의 아내’는 전에 아



창4:26, AC.438-442
‘셋도 아들을 낳고’

149/161

다와 씰라로 불린 새 교회를, ‘셋’은

체어리티가 심기는 신앙을, 다음 이

어지는 구절의 ‘에노스’는 신앙을

통해 심긴 체어리티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In these two concluding

verses of Genesis 4 we have the c

onclusion, and thus the summary,

of all these matters, to this effect,

that by the “man and his wife” is

signified that new church which be

fore was called Adah and Z illah, a

nd that by “Seth” is signified the

faith through which charity is impl

anted; and in the verse which now

follows, by “Enosh” is signified th

e charity that is implanted throug

h faith.

여기 ‘셋’이 새 신앙, 곧

체어리티가 나오는 신앙

을 의미한다는 것은 그의 이름으로

설명이 되는데요, 이르시기를, ‘하나

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신 이름이

기 때문입니다. That “Seth” here s

ignifies a new faith, through which

comes charity, is explained by his

name, which it is said was given

him because God “appointed ano

ther seed instead of Abel, who

m Cain slew.”

하나님이 ‘다른 씨를 주셨다’는 것

은 주께서 또 다른 신앙을 주신 것

을 의미합니다. ‘다른 씨’는 체어리

티를 낳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Th

at God “appointed another see

d” means that the Lord gave anot

her faith; for “another seed” is th

e faith through which comes charit

y.

‘씨’가 신앙인 것은 위(cf. 255)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hat “seed”

signifies faith may be seen above

(n. 255).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

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

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Verse 26, And to Seth,

to him also there was born a s

on; and he called his name Eno

sh: then began they to call upo

n the name of J ehovah.

※ 26절 속뜻

‘셋’은 신앙, 곧 이 신앙을 통해서

체어리티가 오는 그런 신앙을, 그의

‘아들’은 이름이 ‘에노스’인데, 체어

리티를 신앙의 원리로 삼았던 어떤

교회를,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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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교회의 예배가 드디어 체어

리티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셋’(Seth)은 신앙, 곧 이

신앙을 통해서 체어리티

가 오는 그런 신앙임은 위에서 말씀

드린 대로입니다. 그의 ‘아들’은 이

름이 ‘에노스’(Enosh)였으며, 체어리

티를 신앙의 원리로 삼았던 어떤 교

회를, 그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

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 교회의 예

배가 체어리티로 드려졌음을 의미합

니다. By “Seth” is signified the fa

ith through which comes charity, a

s was said above; by his “son,” w

hose name was “Enosh,” is signifi

ed a church which regarded charit

y as the principal of faith; by begi

nning then to “call on the name

of J ehovah” is signified the wors

hip of that church from charity.

‘셋’이 신앙, 곧 이 신앙

을 통해서 체어리티가

오는 그런 신앙임은 선행구절에서

보여드렸습니다. That by “Seth” is

signified the faith through which c

omes charity was shown in the pr

eceding verse.

그의 ‘아들, 곧 그 이름이 에노스였

던’ 아들, 체어리티를 신앙의 원리로

삼았던 어떤 교회를 가리켜 ‘에노

스’라 한다는 것은 앞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뿐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사실들로도 분명한데요, 그 교

회를 ‘에노스’라 한다는 것, 이 이름

의 뜻 역시 ‘사람’(man)인데, 천적

인간(天人, celestial man)을 말하는

건 아니고, 대신 영적 인간(靈人, sp

iritual man)의 성향을 띤 평범한 인

간을 의미하는, 이런 게 ‘에노스’라

는 것입니다. That by his “son, wh

ose name was Enosh,” is signifi

ed a church that regarded charity

as the principal of faith, is also ev

ident from what has been said bef

ore, as well as from the fact that

it is called “Enosh,” which name

also means a “man,” not a celesti

al man, but that human spiritual

man which is here called “Enos

h.”

바로 이어지는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말씀으로도 분명합니다. The s

ame is evident also from the word

s that immediately follow: “then b

egan they to call upon the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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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of J ehovah.”

방금 인용된 본문, ‘그때

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

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의 의미가

그 교회는 체어리티로 예배드리는

교회라는 의미임은 다음과 같은 사

실들, 곧 선행구절에서는 ‘하나님’(G

od)이었는데 여기서는 ‘여호와’(Jeh

ovah)라는 점과, 뿐만 아니라 주님

은 체어리티의 예배가 아니면 받으

실 수가 없으신데, 그 이유는 참된

예배는 체어리티에 속하지 않은 신

앙에서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며,

그것은 단지 입술이지 마음의 예배

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사실 등으로

보아 분명합니다. That by the word

s just quoted is signified the wors

hip of that church from charity is

evident from the fact that to “call

upon the name of J ehovah” is a

customary and general form of sp

eech for all worship of the Lord;

and that this worship was from ch

arity is evident from the fact that

“J ehovah” is here mentioned, whe

reas in the preceding verse he wa

s called “God,” as well as from th

e fact that the Lord cannot be wo

rshiped except from charity, since

true worship cannot proceed from

faith that is not of charity, becaus

e it is merely of the lips, and not

of the heart.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주

님을 향한 모든 예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언어 형태라는 사실은 말씀

에도 나오는데요, 다음은 아브라함

에 관한 본문들입니다. That to “cal

l on the name of J ehovah” is a

customary form of speech for all

worship of the Lord, appears from

the Word; thus it is said of Abrah

am, that

거기서 벧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

막을 치니 서쪽은 벧엘이요 동쪽

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

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창12:8)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13:4) “he built an alt

ar to J ehovah, and called on th

e name of J ehovah” (Gen. 12:8;

13:4)

그리고, 또 and again, that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

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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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름을 불렀으며 (창21:33) he

“planted a grove in Beersheba,

and called there on the name of

J ehovah, the God of eternity”

(Gen. 21:33).

이 표현에 모든 예배가 포함되어 있

음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명료합니

다. That this expression includes

all worship, is plain from Isaiah:

22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23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네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

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

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

니하였거늘 (사43:22-23) J ehovah

the holy one of I srael hath sai

d, thou hast not called upon m

e, O J acob, but thou hast been

weary of me, O I srael. Thou ha

st not brought to me the small

cattle of thy burnt offerings, ne

ither hast thou honored me wit

h thy sacrifices. I have not cau

sed thee to serve with an offeri

ng, nor wearied thee with ince

nse, (Isa. 43:22–23)

이 본문에 모든 표상적 예배(表象, r

epresentative worship)의 요약이

들어있습니다. in which text a sum

mary is given of all representativ

e worship.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다음 두 가지 사실

을 보면 아주 분명한데요, 첫 번째

는, 태고교회에 관하여 위에서 지금

까지 말씀드려온 내용입니다. 태고

교회는 다른 어느 교회보다도 가장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한 교회로서

이미 이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두 번째는, 양

떼의 첫 새끼를 희생제물로 드린 아

벨의 경우입니다. 이런 이유로 이

본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는

새 교회의 예배를 상징하는 것 말고

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아다와

씰라 이전의 교회들은 ‘가인’과 ‘라

멕’이라는 사람들에 의해 소멸되었

기 때문입니다. That the invocation

of the name of Jehovah did not co

mmence at this time is sufficiently

evident from what has already bee

n said above in regard to the mo

st ancient church, which more tha

n any other adored and worshiped

the Lord; and also from the fac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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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t Abel brought an offering of th

e firstlings of the flock; so that in

this passage by “calling upon th

e name of J ehovah” nothing else

is signified than the worship of th

e new church, after the former ch

urch had been extinguished by tho

se who are called “Cain” and “La

mech.”

위에 설명한 대로 본 장

의 내용으로부터 분명한

사실은, 태고 시대에 교회에서 분리

되어 나간 많은 교리와 이단이 있었

으며, 그 하나하나는 다 이름이 있

었고, 그 교리와 이단의 결과물들은

오늘날 교회의 것보다 훨씬 더 심오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

의 천재성이 그랬기 때문입니다. Fr

om the contents of this chapter as

above explained, it is evident that

in the most ancient time there we

re many doctrines and heresies se

parate from the church, each one

of which had its name, which sepa

rate doctrines and heresies were t

he outcome of much more profoun

d thought than any at the present

day, because such was the genius

of the men of that time.

영들이 몸 안에 있던 시절,

혼이나 영에 대해 가졌던 생각

에 관하여 그들을 만나보고 쓴

몇 가지 사례들

Some Examples

D rawn F rom Experience

With Spirits Concerning

What They Had Thought

During Their Life I n The Body

About The Soul Or Spirit

다른 삶(the other life)

에서는 사람들이 혼(sou

l), 영(spirit) 및 사후 삶(life after d

eath)에 관해 몸 안에서 살 동안 품

었던 견해들을 더욱 명료하게 지각

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몸 안에

있었을 때와 비슷한 상태에 놓이게

되면, 그들은 그때와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때 그들의 생각이 마

치 큰 소리로 말하는 것처럼 명료하

게 서로 소통되기 때문입니다. In th

e other life it is given to perceive

clearly what opinions people had e

ntertained while they lived in the

body concerning the soul, the spir

it, and the life after death; for wh

en kept in a state resembling that

of the body they think in the same

way, and their thought is comm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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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ated as plainly as if they spoke

aloud.

어떤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었는데, 제가

그에게서 지각한 건 다음과 같습니

다. (그가 혼자 중얼거린 겁니다) 그

는 생전에 영의 존재를 정말로 믿었

던 사람이지만, 속으로는 ‘나는 사후

무슨 안개 같은 생명으로 살게 될

거야. 왜냐하면, 몸의 생명이 그치면

남는 것은 안개같이 희미한 것밖에

없을 테니까...’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었습니다. 그가 생명이라는 것을 몸

안에 있는 것으로만 보았고, 영은

일종의 유령처럼 생각했었기 때문인

데, 그는 사람들이 가진 생명과 거

의 같은 생명을 짐승들도 갖고 있는

걸 보고 이런 생각을 스스로 확신했

던 겁니다. In the case of one pers

on, not long after his decease, I p

erceived (what he himself confesse

d) that he had indeed believed in

the existence of the spirit, but had

imagined that it must live after d

eath an obscure kind of life, becau

se if the life of the body were wit

hdrawn there would remain nothin

g but what is dim and obscure; fo

r he had regarded life as being in

the body, and therefore he had tho

ught of the spirit as being a phan

tom; and he had confirmed himself

in this idea from seeing that brut

es also have life, almost as men h

ave it.

그랬던 그가 이제는 경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영들과 천사들이 가장

밝은 빛 가운데 살며, 또 너무나 완

벽하여 도저히 말로 설명하기가 정

말 쉽지 않은 그런 퍼셉션(percepti

on)을 가지고 가장 놀라운 지성과

지혜, 그리고 행복 속에서 살고 있

기 때문이었으며, 그 결과 그들의

삶은 모호함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가장 완벽한 명료함과 확실함 가운

데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He now

marveled that spirits and angels li

ve in the greatest light, and in th

e greatest intelligence, wisdom, a

nd happiness, attended with a per

ception so perfect that it can scar

cely be described; consequently th

at their life, so far from being obs

cure, is most perfectly clear and

distinct.

생전에 믿기를, 영은 무

슨 외연(外延, extension)

같은 걸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믿었던, 그리고 이 때문에 일절 무

슨 외연 개념을 포함한 말 한마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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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납하지 않았던 사람과 대화하면

서, 저는 그에게 지금은 자기 자신

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그가 지금은 혼 또는 영이 되었고,

시각, 청각, 후각, 매우 정교해진 촉

각, 욕망, 사고 등, 그가 자신을 마

치 몸 안에 있는 거와 완전 똑같이

여길 정도로 모든 감각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Conversing with

one who while he lived in this wo

rld had believed that the spirit ha

s no extension, and on that groun

d would admit of no word that im

plied extension, I asked him what

he now thought of himself, seeing

that now he was a soul or spirit,

and possessed sight, hearing, sme

ll, an exquisite sense of touch, de

sires, thoughts, insomuch that he

supposed himself to be exactly as

if in the body.

그는 세상에 있을 때 했던 생각 가

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었는데, 말하

기를 영은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H

e was kept in the idea which he h

ad when he had so thought in the

world, and he said that the spirit

is thought.

저는 그의 답변을 구하면서 묻기를,

혹시 세상 살 때, 눈 같은 보는 기

관(organ)이 없으면 무슨 육체적 시

력 같은 것도 있을 수 없음을 알고

있었는지 I was permitted to ask h

im in reply, whether, having lived

in the world, he was not aware th

at there can be no bodily sight wi

thout an organ of vision or eye?

그리고 그러면, 내적 시야(internal

sight), 곧 생각은 어떻게 있을 수

있는지 And how then can there be

internal sight, or thought?

생각이라는 것을 하기 위해 어떤 기

관을 이루는 실체를 가져서는 안 되

는지를 말입니다. Must it not have

some organic substance from whic

h to think?

그러자 그가 인정하기를, 몸 안에

있는 동안, 자기는 영은 그저 생각

일 뿐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기관

이나 외연을 갖는 모든 것을 외면하

느라 헛고생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He then acknowledged that while

in the bodily life he had labored u

nder the delusion that the spirit i

s mere thought, devoid of everythi

ng organic or extended.

저는 덧붙이기를, 만일 혼이나 영이

단지 생각일 뿐이라면, 사람의 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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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렇게 클 필요는 없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머리 전체가 내면의 모

든 감각을 총괄하는 걸 보면 말입니

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두개골은

텅 비었을 것이고, 그럴지라도 생각

은 여전히 영처럼 그 안에서 활동하

고 있을 테니 말입니다. I added th

at if the soul or spirit were mere

thought man would not need so la

rge a brain, seeing that the whole

brain is the organ of the interior

senses; for if it were not so the s

kull might be hollow, and the thou

ght still act in it as the spirit.

이 한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게다가

혼이 근육 안에서 매우 엄청나게 다

양한 움직임을 일으키는 걸 보더라

도, 당신은 영이 유기적이라는, 즉

일종의 유기적 실체임을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Fro

m this consideration alone, as wel

l as from the operation of the soul

into the muscles, giving rise to s

o great a variety of movements, I

said that he might be assured that

the spirit is organic, that is, an o

rganic substance.

그러자 그는 자신의 오류를 고백했

고, 자신이 그토록 어리석었었다는

사실에 어이없어했습니다. Whereup

on he confessed his error, and wo

ndered that he had been so foolis

h.

더욱 주목하게 된 것은,

배운 사람들한테는 ‘사후

살게 될 혼, 즉 영은 추상적인 생각

이다’라는 거 말고는 아무런 믿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It was further re

marked, that the learned have no

other belief than that the soul whi

ch is to live after death, that is, t

he spirit, is abstract thought.

이는 외연과 외연에 속한 거라면 뭐

든지 어떤 말도 인정하기를 꺼리는

그들 가운데서는 아주 지배적입니

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추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외연을 갖지 않지만,

생각의 주제, 그리고 생각의 대상들

은 외연을 갖기 때문입니다. 외연을

갖지 않는 그런 대상들에 관하여는

사람들은 범위를 정하고, 외연을 허

용합니다.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말

이지요. This is very manifest from

their unwillingness to admit of an

y term that implies extension and

what belongs to extension, becaus

e thought abstractedly from a subj

ect is not extended, whereas the s

ubject of the thought, and the ob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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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s of the thought, are extended;

and as for those objects which are

not extended, men define them by

boundaries and give extension to

them, in order that they may com

prehend them.

이것으로 아주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배운 사람들은 혼 또는 영의

개념과 관련, 그건 그저 생각에 지

나지 않으며, 사후엔 사라지는 것으

로밖에는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This shows very clearly that the l

earned have no other conception o

f the soul or spirit than that it is

mere thought, and so cannot but

believe that it will vanish when th

ey die.

저는 오늘날(18세기 중

엽 유럽) 사람들 사이에

만연한 공공연한 생각들에 관하여

영들과 담론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영의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영이라는 것을 두 눈으로 볼 수도,

그들이 가진 머릿속 지식으로 이해

할 수도 없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

들은 영이 무슨 외연을 가진다는 것

뿐 아니라, 영이 일종의 실체라는

것도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무엇이냐를 놓고 입씨름을 하면서

말이지요. I have discoursed with s

pirits concerning the common opi

nion that prevails among men at t

he present day, that the existence

of the spirit is not to be credited

because they do not see it with th

eir eyes, nor comprehend it by th

eir memory-knowledges [scientia

s] , and so they not only deny that

the spirit has extension, but also t

hat it is a substance, disputing as

to what substance is.

영이 외연을 가진다는 것을 부인하

며, 또 실체에 관해서도 다투기 때

문에, 그들은 또한 영이 어떤 장소

에 있으며, 결과적으로 사람 몸 안

에 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럼

에도 불구, 가장 단순한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의 혼 또는 영이 자기

몸 안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

다. And as they deny that it has e

xtension, and also dispute about s

ubstance, they also deny that the

spirit is in any place, and conseq

uently that it is in the human bod

y; and yet the most simple might

know that his soul or spirit is wit

hin his body.

제가 이런 얘기들을 하자 훨씬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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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했던 몇몇 영들은 현대인들이

그토록 어리석다는 사실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When I said these thi

ngs, the spirits, who were some o

f the more simple ones, marveled

that the men of the present day a

re so foolish.

그리고 ‘부분들 없는 부분들’ 같은,

그리고 다른 그와 같은 말들을 가지

고 다투고들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런 걸 우스꽝스럽다,

터무니없다, 웃음거리라 하며, 그런

걸로 마음을 채우면 절대 안 된다

고, 안 그러면 지혜의 길이 닫힌다

고 하였습니다. And when they hea

rd the words that are disputed ab

out, such as “parts without part

s,” and other such terms, they cal

led them absurd, ridiculous, and f

arcical, which should not occupy t

he mind at all, because they close

the way to intelligence.

어떤 수사(修士) 수련 기

간 중인 영이 저에게 영

에 관한 얘기를 듣고는 “영이라는

게 뭡니까?” 물었습니다. 마치 자기

는 사람인 줄 착각하면서 말이지요.

A certain novitiate spirit, on heari

ng me speak about the spirit, ask

ed, “What is a spirit?” supposing

himself to be a man.

그리고 저는 그에게 모든 사람에게

는 영이 있다는 것과, 사람의 생명

과 관련, 사람은 영이라는 것, 몸이

라는 것은 그저 사람이 지상에서 살

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일 뿐이며, 살

과 뼈, 곧 몸은 사는 것이나 생각하

는 것이 전혀 아님을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그가 어쩔 줄을 몰

라 하는 걸 보면서, 그에게 혹시 전

에 혼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는지 물

었습니다. And when I told him th

at there is a spirit in every man,

and that in respect to his life a m

an is a spirit; that the body is me

rely to enable a man to live on th

e earth, and that the flesh and bo

nes, that is, the body, does not li

ve or think at all; seeing that he

was at a loss, I asked him whethe

r he had ever heard of the soul.

“혼은 뭡니까?” 그는 대답하면서,

“저는 혼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

였습니다. “What is a soul?” he re

plied, “I do not know what a soul

is.”

그때 저는 허락을 받아 그에게 그

자신 지금 혼 또는 영이라고,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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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내 머리 위에 있으며, 땅 위에

있지 않은 걸 보면 알 수 있지 않느

냐고 하였습니다. I was then permi

tted to tell him that he himself wa

s now a soul, or spirit, as he mig

ht know from the fact that he was

over my head, and was not standi

ng on the earth.

제가 그에게 이걸 모르겠느냐 묻자

그는 “나는 영이다! 나는 영이다!”

소리소리 지르며, 놀라 도망갔습니

다. I asked him whether he could

not perceive this, and he then fled

away in terror, crying out, “I am

a spirit! I am a spirit!”

어떤 유대인이 자기는 완전히 몸 안

에 살고 있다고, 사실은 그 정반대

인데도... 그를 도무지 설득시킬 수

가 없었습니다. A certain Jew sup

posed himself to be living wholly

in the body, insomuch that he coul

d scarcely be persuaded to the co

ntrary.

자기가 영임을 보았으면서도 여전히

그는 자기는 사람이라고 고집을 부

렸습니다. 자기는 보기도 하고, 듣기

도 한다고 말이지요. And when he

was shown that he was a spirit, h

e still persisted in saying that he

was a man, because he could see

and hear.

이런 사람들은 세상 살 때, 몸에 헌

신한 사람들입니다. Such are they

who, during their abode in this w

orld, have been devoted to the bo

dy.

이런 사례들은 얼마든지 더 많이 말

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말

씀을 드리는 이유는 감각을 지각하

는(exercise) 것은 몸이 아닌, 사람

안에 있는 영이라는 사실을 컨펌(co

nfirm)하기 위해서입니다. To these

examples very many more might

be added, but these have been gi

ven merely in order to confirm th

e fact, that it is the spirit in man,

and not the body, which exercises

sensation.

저는 세상에서 저를 알

고 지냈던 많은 사람들

과 대화를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오랫동안, 몇 달 혹은 몇 년

동안씩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도 비

록 내적(inward)이지만 아주 맑은

목소리로, 마치 이 세상 친구들하고

말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I have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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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versed with many who had been

known to me in this life (and this

I have done for a long time—for

months and years), in as clear a

voice, although an inward one, as

with friends in this world.

우리 대화의 주제는 때때로 사람의

사후 상태에 관한 것이었는데, 그들

은 그때마다 다음과 같은 말을 듣고

는 소스라치게 놀라곤 하였습니다.

몸 안에 사는 동안 사람들은 아무도

자기가 몸 안에 사는 삶을 마친 후

에도 여전히 그렇게 산다는 것, 그

럼에도 불구, 삶에는 일종의 계속됨

이 있으며, 이 계속됨 가운데 사람

은 모호한 삶을 지나 명료한 삶으로

나아간다는 것, 그리고 주님 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명료

한 삶 가운데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

는다는 걸 말입니다. The subject of

our conversation has sometimes b

een the state of man after death,

and they have wondered exceedin

gly that during the bodily life no

one knows or believes that he is

so to live when the bodily life is

over, when yet there is then a co

ntinuation of life, and such a conti

nuation that the man passes from

an obscure life into a clear one, a

nd those who are in faith in the L

ord into a life that is more and m

ore clear.

그들은 제가 아직 살아있는 자기 친

구들에게 글이나 말로 자기들이 지

금 어떤 상태 가운데 있는지, 마치

제가 여기 있는 자기들한테 자기 친

구들에 관한 많은 걸 알려주는 거처

럼 그렇게 알려주기를 간절히 원했

습니다. They have desired me to

tell their friends that they are aliv

e, and to write and tell them what

their condition is, even as I had r

elated to themselves many things

about that of their friends here.

그러나 저는 답하기를, 만일 제가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그렇게 하면,

혹은 그들에게 편지를 쓰거나 하면,

그들은 안 믿을뿐더러 오히려 망상

이라며 저를 비웃을 것이라고 했습

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믿게 무슨

싸인이나 기적을 구할 것이라고 했

습니다. 저는 그저 그들의 조롱거리

가 될 뿐이라고 했습니다. But I re

plied that were I to tell their frie

nds such things, or to write to th

em about them, they would not be

lieve, but would call them delusio

ns, would scoff at them, and woul

d ask for signs or miracles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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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y would believe; and I should

merely expose myself to their der

ision.

그리고 이런 얘기를 사실로 믿는 사

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이라고 했습

니다. And that these things are tr

ue, perchance but few will believe.

정말이지 사람들은 영들의 존재를

부인하며, 설령 부인까지는 아니더

라도 누가 영들에 관해 말하는 걸

아주 듣기 거북해들 합니다. For at

heart men deny the existence of s

pirits, and even those who do not

deny it are unwilling to hear that

anyone can speak with spirits.

고대에는 영들에 관한 믿음이 이런

적이 절대로 없었습니다만 지금은

사람들이 영들이 무엇인지를 정신

나간 추론들을 하면서 탐구하고 있

습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무슨 정의

들(definitions)를 내리고, 가설들을

세워 그걸로 영들에게도 감각이 있

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말이지요.

더 많이 배운 자들일수록 이런 짓을

저지르고 있네요... In ancient times

there was no such state of belief i

n regard to spirits, but so it is n

ow when by crazy ratiocination m

en try to find out what spirits ar

e, and by their definitions and sup

positions deprive them of all the s

enses, and do this the more, the

more learned they desire to b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