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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I.

소음의 뿌리 찾아내기 (벧후 1:2-3)

진리(참; Truth)는 무엇입니까?
A.

과

을 통해, 모든 사람이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어떤 것 (롬 1:18-21, 25, 28, 32).

B. 정의: 진리는 현실에 부합하는 (동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corresponds to reality).
C. 귀결(Corollary): 어떤 것이 사실이면 사실이고, 거짓이면 거짓이지, 사실이면서
수는 없습니다.

거짓일

D. 귀결(Corollary): 어떤 것이 존재하면 존재하는 거고,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어떤 것도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II.

믿지않음(Unbelief)의 위험
A. 정의: 믿음(믿는 것; belief)이란 ‘내가’

로 받아들인 어떤 것입니다.

B. 정의: “믿지않음(Unbelief)”이란 ‘하나님이 사실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것입니다.

않는

1. 나는 언제나 누군가의 말을
있습니다; 아무 것도 믿지 않는
상태(unbelief/nonbelief)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nonexistent).
2.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현실에 대해 하신 어떤 말씀을 거부하는 것(믿음없음)은
다음의 두가지 이유로 인해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a)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실(truth)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것입니다.

하는

b) 하나님에 대한 어떤 사실(truth)을 거부하는 것은 나 자신을
(
)(disintegration)시키는 과정의 시작입니다 (롬 1:21-32).
3.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에 따른 “
”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조금 벗어나더라도 “사실”에서 벗어난 것은 조금도 받아들이지
않기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사실들을
하지 않기로
합니다.

III.

하나님의 영광
A. 믿지않음(unbelief; 불신)은 하나님께 둘려있는 영광을
내버리는 행위입니다 (
1:21).
하나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어떠함 (unique excellence) 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지만,
우리의 믿지 않음은 그 놀라움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보다 특별히 더 나은 것이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즉,
그분은
)하고,
못하고, 사랑이
, 친절하지
, 지혜롭지
분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됩니다.
B.

C. 우리의 죄악된 마음은 자꾸만 “하나님의 진리를

과 바꾸”려고 합니다 (롬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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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소란한 혼들이 조용해지려면 알아야 할 사실들이 있습니다:
A. 하나님은
1.

을 알아야 합니다

좋으신(good) 분입니다 – 언제나! 그러므로…

그분은 언제나 나의 ‘

(genuine) 필요들’을 만족시켜주십니다 – 언제나!

à 빌 4:13, 19; 마 6:31-33
2.

그분은 항상 나의 죄를

해주십니다 – 항상!

à 요일 1:9; 시 51; 사 66:2b
3.

을 주십니다 – 항상!

그분은 언제나 내 삶에서
à 렘 29:11; 롬 8:26-34

4.

해주십니다 – 항상!

그분은 항상 나를 개인적으로
à 롬 8:35-39; 렘 31:3; 요 17:23

5.

를 주십니다 – 항상!

그분은 항상 내게 필요한

à 고후 9:8; 고전 15:10; 고후 12:9-10
B. 하나님은 언제나
1.

분입니다 (great) – 항상! 그러므로…

그분은 언제나 모든 상황들을

하고 계십니다 – 언제나!

à 시 103:19; 사 14:27; 46:9-10
2.

그분은 언제나 우리

계십니다 – 언제나!

à 시 139:7-12; 사 41:10; 렘 23:24
3.

그분은 언제나

분입니다 – 언제나! - faithfulness

à 말 3:6a; 히 1:10-12
4.

그분은 언제나

분입니다 – 언제나! Whatever he says you can take it as true.

à 딤후 2:13; 시 36:5; 민 23:19; 신 7:9; 31:8
5.

그분은 언제나 하시는 일에 있어

분입니다 – 언제나!

à 롬 11:33; 골 2:3; 계 15:3-4
Ä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이 “
”들을 깊이 알아야(know)
합니다. 위의 구절들을 직접 찾아보고 같은 내용의 다른 구절들도 묵상해야 합니다.
이 사실들을
이것을 지지하는 구절들도 외워야 합니다 (시 119:9-11). 이
(
)을 묵상해야 합니다 (딤전 4:15-16). 이 사실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요일 1:3). 불쑥/ 나도 모르게 드는 모든
을 이 사실들에 비추어
무엇이 진짜인지 테스트해보아야 합니다 (고후 10:3-5). 이 사실들에 대한 말씀의
선포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딤후 4:2-4).

Ä

이 사실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을 믿는 것입니다.

결론:
(Unbelief)이 내 혼 안의 소음(두려움, 걱정, 실망…)의 뿌리입니다. 소음이 생길 때마다
나는 아직
이 나에게 있어서 넘치도록 충분함을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잠 4:23).

